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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및 분석은 도심 한양도성 영등포 등 광( , ),

역중심 청량리 용산 지역중심 마포 의 인구 주택( , ), ( ) / ,

산업경제 토지 건축물 개발동향 교통 공익편익시, / , , ,

설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현황과 특성 변화추세, ,

등을 파악하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현황분석을 위해 인구 및 주택센서스 사업체기초통,

계조사 토지특성조사 자료 건축물 재산세과세 자료, , ,

서울시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

음.

특히 토지 건축물의 현황파악을 위해 개별필지 및 건/

물단위별 관련자료를 수치지형도 지번약도 등의 도,

면자료와 연결을 통한 지리정보화와 각 지역별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음.

제 절1

현황조사 및 분석의 개요

도심부 광역중심 및 마포지역

한양도성
도심

종로
사직동 교남동 종로 가동 종로 가동, , 1,2,3,4 , 5,6 ,
창신제 동1

청량리 용신동 제기동 전농제 동 청량리동, , 1 ,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 동, , , , , 1 용 산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제 동 한강로동, , 1 ,

영등포 도심 신도림동 영등포동 여의도동당산제 동 문래동, , , 1 , 마 포
중림동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공덕동도화동용강, , , , , ,

동염리동,

표 현황조사 분석의 공간범위 해당지역 행정동< > / ( )

항 목 활용자료 분석단위 출 처

인구 주택/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행정동 통계청

산업경제 서울시 통계연보 행정동 서울시

토지 건축물/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GIS) 개별 필지 건물/ 서울시

개발동향
서울시 통계연보

오피스 오피스텔 개발동향/
서울시 오피스시장분석

해당지역
서울시

신영에셋 오피스뱅크,

교통관련
서울시 통계연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도시철도 수송계획

서울시 구별,
서울시

서울시 지방경찰청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공익편익시설
서울시 공원현황,
서울교육통계연보

해당지역 서울시

도면자료
수치지형도 지번약도,
도시계획현황도(1:3000)

개별필지 서울시

표< > 현황조사 분석 항목과 활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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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양도성 도심 분석대상범위< >

그림 영등포 도심 분석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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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청량리 분석대상범위< >

그림 용산 분석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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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포 분석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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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도 기준 한양도성 도심부 상주인구는5 59,988

명으로 서울시 인구 명 의 를 차지(10,297,138 ) 0.6%

하고 있음 그 외 지역의 경우 영등포 도심지역은.

명 청량리지역 명146,357 (1.4%), 117,333 (1.1%),

용산지역 명 마포지역 명61,763 (0.6%), 169,330

으로 조사됨(1.6%) .

지난 년간 년 간 인구 변화를 살펴보8 (2008~2015)

면 한양도성 도심부는 감소하여 서울시 평균, 6.6%

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그에(-1.5%) ,

반해 영등포 도심의 경우 증가하였음 그 외지2.2% .

역의 경우 청량리지역 증가 과 용산지역(16.3% )

증가 이 모두(5.8% ) 증가한데 비해 마포지역은

감소하였음6.6% .

같은 기간 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의 인구변화를 행정

동별로 살펴보면 교남동의 경우 가 감소하여 한, 93%

양도성 도심부 평균 에 비해 큰 감소폭을(-11.9%)

보였으며 창신 동 감소 신당 동, 1 (24.9% ), 1 (14.8%

감소 종로 가동 감소 의 경우에도), 56 (12.9% ) 10%․

이상의 인구 감소를 보임 반면 회현동의 경우 도심. ,

부 행정동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인구증가 를(15.8%)

보였으며 그 외 소공동 명동 종로, (7.4%), (2.7%),

가동 에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음1,2,3,4 (1.6%) .

구분 인구수 구성비(%) 면적(ha) 인구밀도인( /ha)

서울시 10,297,138 100.0 60,525 170.1

한양도성 도심 59,988 0.6 1,039 57.7

영등포 도심 146,357 1.4 1,338 109.4

청량리 117,333 1.1 520 225.6

용산 61,763 0.6 559 110.5

마포 169,330 1.6 572 29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 2015.

표 인구수 및 인구밀도 현황< > (2015)

구분

인구변화명( )
인구증감율(%)

2008 2010 2015
증감량

08-10 10-15 08-15 08-10 10-15 08-15

서울시 10,456,034 10,575,447 10,297,138 119,413 -278,309 -158,896 1.1 -2.7 -1.5

한양도성 도심 180,455 173,074 169,330 -7,381 -3,744 -11,125 -4.3 -2.2 -6.6

영등포 도심 143,143 147,128 146,357 3,985 -771 3,214 2.7 -0.5 2.2

청량리 98,201 119,242 117,333 21,041 -1,909 19,132 17.6 -1.6 16.3

용 산 58,171 61,520 61,763 3,349 243 3,592 5.4 0.4 5.8

마 포 180,455 173,074 169,330 -7,381 -3,744 -11,125 -4.3 -2.2 -6.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 .

표 인구변화 및 증감율< > (2008~2015)

제 절2

인구 및 주택

인구변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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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변화명( )
인구증감율(%)

2008 2010 2015
증감량

08-10 10-15 08-15 08-10 10-15 08-15

서울시 10,456,034 10,575,447 10,297,138 119,413 -278,309 -158,896 1.1 -2.7 -1.5

한양도성 도심 72,702 75,905 64,979 3,203 -10,926 -7,723 4.2 -16.8 -11.9

사직동 10,451 10,668 10,033 217 -635 -418 2.0 -6.3 -4.2

교남동 9,407 9,324 4,875 -83 -4,449 -4,532 -0.9 -91.3 -93.0

종로 가동1,2,3,4 8,645 9,155 8,786 510 -369 141 5.6 -4.2 1.6

종로 가동5,6 6,839 6,640 6,057 -199 -583 -782 -3.0 -9.6 -12.9

창신 동1 8,570 8,664 6,862 94 -1,802 -1,708 1.1 -26.3 -24.9

소공동 1,730 1,658 1,869 -72 211 139 -4.3 11.3 7.4

회현동 5,271 6,394 6,263 1,123 -131 992 17.6 -2.1 15.8

명동 3,427 4,140 3,521 713 -619 94 17.2 -17.6 2.7

광희동 6,023 6,813 5,817 790 -996 -206 11.6 -17.1 -3.5

을지로동 1,963 2,123 1,854 160 -269 -109 7.5 -14.5 -5.9

신당 동1 10,376 10,326 9,042 -50 -1,284 -1,334 -0.5 -14.2 -14.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 .

표 한양도성 도심부 인구변화 및 증감율< > (2008~2015 행정동별, )

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인구 증감율< > (2008~2015)



제 장 현황조사 및 분석1 ∙ 9

구분

인구변화 명( )
인구증감율 (%)

2008 2010 2015
증감량

08-10 10-15 08-15 08-10 10-15 08-15

영등포 도심 143,143 147,128 146,357 3,985 -771 3,214 2.7 -0.5 2.2

신도림동 37,004 37,302 38,233 298 931 1,229 0.8 2.4 3.2

영등포동 19,169 20,076 20,471 907 395 1,302 4.5 1.9 6.4

여의도동 33,941 34,978 34,094 1,037 -884 153 3 -2.6 0.4

당산제 동1 20,936 22,115 21,433 1,179 -682 497 5.3 -3.2 2.3

문래동 32,093 32,657 32,126 564 -531 33 1.7 -1.7 0.1

청량리 117,557 139,488 138,567 21,931 -921 21,010 15.7 -0.7 15.2

용신동 29,,900 34,512 33,210 4,612 -1,302 3,310 13.4 -3.9 10

제기동 30,,405 29,788 28,850 -617 -938 -1,555 -2.1 -3.3 -5.4

전농제 동1 11,673 28,861 31,254 17,188 2,393 19,581 59.6 7.7 62.7

청량리동 26,223 26,081 24,019 -142 -2,062 -2,204 -0.5 -8.6 -9.2

용산 58,171 61,520 61,763 3,349 243 3,592 5.4 0.4 5.8

남영동 7,988 8,442 8,643 454 201 655 5.4 2.3 7.6

청파동 24,268 24,895 22,366 627 -2,529 -1,902 2.5 -11.3 -8.5

원효로제 동1 10,538 11,254 14,330 716 3,076 3,792 6.4 21.5 26.5

한강로동 15,377 16,929 16,424 1,552 -505 1,047 9.2 -3.1 6.4

마포 180,455 173,074 169,330 -7,381 -3,744 -11,125 -4.3 -2.2 -6.6

중림동 13,195 13,081 8,979 -114 -4,102 -4,216 -0.9 -45.7 -47

충현동 24,393 24,370 19,376 -23 -4,994 -5,017 -0.1 -25.8 -25.9

북아현동 20,657 15,997 11,154 -4,660 -4,843 -9,503 -29.1 -43.4 -85.2

아현동 18,318 18,157 28,884 -161 10,727 10,566 -0.9 37.1 36.6

공덕동 38,445 36,995 39,391 -1,450 2,396 946 -3.9 6.1 2.4

도화동 23,713 24,017 23,403 304 -614 -310 1.3 -2.6 -1.3

용강동 22,337 21,549 22,138 -788 589 -199 -3.7 2.7 -0.9

염리동 19,397 18,908 16,005 -489 -2,903 -3,392 -2.6 -18.1 -21.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

표 한양도성 도심외 지역< > 인구변화 및 증감율 행정동별(2008~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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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영등포 도심 인구 증감율< > (2008~2015)

그림 청량리 인구 증감율< > (20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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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산 인구 증감율< > (2008~2015)

그림 마포 인구 증감율< > (20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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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대 이상이 로 가장 높은 비율60 18%

을 보이고 있으며 대를 제외한 그 외 연령층도, 20

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16~17% .

영등포 도심의 경우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인구

구성을 보였지만 그 외 지역들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세 미만의 청소년 및 유년층 인구구성비는 낮은20

수준을 보이고 대와 대 이상 인구구성비는 서, 50 60

울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세 미만의 인구구성비가 서울시 평균이 인20 17.4%

데 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로 낮은 수준을 보11.2%

임 영등포 도심은 로 서울시 평균과 비슷하며. 17.8%

그 외 구역들의 경우 수준으로 서울시 평균13~16%

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보임.

대 이상의 노령층 인구비율은 서울시 평균이60

인데 반해 한양도성 도심은 으로 높음18.1% 24.8% .

그 외 청량리 구역과 용산 구역도 이상으로 서20%

울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구분 인구수명( )

연령별 인구구성비 (%)

세 미만20 대20 대30 대40 대50 대 이상60

서울시 10,297,138 17.4 14.7 16.7 17.0 16.1 18.1

한양도성도심 64,979 11.2 13.5 14.5 16.7 19.4 24.8

영등포 도심 146,357 17.8 13.6 19.3 16.2 14.8 18.2

청량리 117,333 13.5 15.4 15.3 15.2 17.2 23.3

용산 61,763 13.1 15.8 17.9 16.6 16.4 20.3

마포 169,330 16.0 14.5 17.8 17.0 15.9 18.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 2015.

표 연령별 인구구성< > (2015)

연령별 인구구성2.2



제 장 현황조사 및 분석1 ∙ 13

한양도성 도심부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명으2.3

로 서울시 평균 명 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2.7 )

있으며 그 외 지역들의 경우 용산 명 을 제외한, (2.3 )

지역들은 명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2.6~2.8

을 보임.

각 지역의 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4.1%), (58.8%)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한양도성 도심부는 단독주,

택의 비율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남40.7% . 그 외 청량

리 용산 마포 도 서울의(40.3%), (28.2%), (21.4%)

단독주택비율 평균 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16.1%)

임 그에 반해 영등포 도심은 아파트의 비율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90.5%

음.

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비율은 서울시 평균이1970

인데 반해 종로 중구는 용산구는 로10% , / 22%, 28%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자치구별 주택면적비율을 보면, 60㎡ 미만의 소형주

택은 마포구가 중구가 로 높은 비율을43.2%, 42.4%

보이며 종로구의 경우 로 서울시 평균 수준34%

임(37.1%) . 165㎡ 이상의 중대형 주택비율은 용산

구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외 자치11.5%

구들의 경우 로 서울시 평균 과 비슷5~10% (7.5%)

한 비율을 보임.

구분 총인구수명( ) 총가구수가구( ) 평균가구원수명( )

서울시 10,575,447 3,577,497 2.7

한양도성 도심 173,074 24,602 2.3

영등포 도심 147,128 47,394 2.8

청량리 117,333 40,900 2.5

용산 61,520 23,998 2.3

마포 173,074 61,291 2.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 2010.

표 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 > (2010)

가구수 및 주택 현황2.3

구분 총주택수호( )
주택수 구성비( :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비주거용주택

서울시 2,525,210 405,575 (16.1) 609,331 (24.1) 1,485,869 (58.8) 24,435 (1.0)

한양도성 도심 14,368 5,849 (40.7) 2,419 (16.8) 5,325 (37.1) 775 (5.4)

영등포 도심 37,270 2,648 (7.1) 544 (1.5) 33,725 (90.5) 353 (0.9)

청량리 30,709 9,868 (40.3) 3,622 (14.8) 10,540 (43.1) 438 (1.8)

용산 14,970 4,219 (28.2) 4,539 (30.3) 5,878 (39.3) 334 (2.2)

마포 43,694 9,346 (21.4) 9,573 (21.9) 24,485 (56.0) 290 (0.7)

자료 통계청: , 주택총조사2010
기존 주택산정방식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 집계가 아닌 동별 집계 적용( )※

표 주택종류별 구성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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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주택수호( )
주택수구성비( : %)

년2000-2010 년1990-1999 년1980-1989 년1970-1979 년이전1969

서울시 2,496,751
838,380 880,555 548,288 172,062 57,466

(36.4) (39.3) (24.5) (7.7) (2.6)

종로구 40,722
11,379 15,043 5,702 3,444 5,154

(30.2) (40.9) (15.5) (9.4) (14.0)

중구 34,355
14,073 10,221 3,810 2,615 3,636

(45.1) (33.2) (12.4) (8.5) (11.8)

영등포구 87,836
25,305 28,861 18,357 12,258 3,055

(30.1) (34.5) (21.9) (14.7) (3.7)

동대문구 88,204
41,043 20,978 13,234 7,331 5,618

(51.8) (26.8) (16.9) 9.4 (7.2)

용산구 57,107
18,395 15,776 8,869 9,131 4,936

(34.4) (31.6) (17.8) (18.3) (9.9)

마포구 101,155
40,016 34,209 15,515 7,173 4,242

(43.9) (38.4) (17.4) (8.1) (4.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 2010.

표 자치구별 주택건축년도 현황< > (2010)

구분
총주택수

호( )

주택수구성비( %)

20㎡
이하

20~
40㎡

40~
60㎡

60~
85㎡

85~
100㎡

100~
130㎡

130~
165㎡

165~
230㎡

230㎡
초과

서울시 2,446,508
3,639 287,941 617,389 782,061 124,618 276,230 172,427 109,261 72,942

(0.1) (11.8) (25.2) (32.0) (5.1) (11.3) (7.0) (4.5) (3.0)

종로구 39,727
255 4,464 8,808 9,856 3,460 5,097 3,858 2,390 1,539

(0.6) (11.2) (22.2) (24.8) (8.7) (12.8) (9.7) (6.0) (3.9)

중구 32,520
248 6,863 6,591 9,155 1,579 4,321 1,993 1,028 742

(0.8) (21.1) (20.3) (28.2) (4.9) (13.3) (6.1) (3.2) (2.3)

영등포구 87,290
189 4,181 18,279 32,200 4,513 10,999 9,384 5,238 2,307

(0.2) (4.8) (20.9) (36.9) (5.2) (12.6) (10.8) (6.0) (2.6)

동대문구 81,728
192 9,399 15,683 26,110 4,723 13,568 5,858 4,024 2,171

(0.2) (11.5) (19.2) (31.9) (5.8) (16.6) (7.2) (4.9) (2.7)

용산구 60,167
195 5,864 12,728 15,029 3,708 9,122 6,592 4,935 1,994

(0.3) (9.7) (21.2) (25.0) (6.2) (15.2) (11.0) (8.2) (3.3)

마포구 96,661
334 14,850 26,609 29,001 4,382 10,162 4,787 3,637 2,899

(0.3) (15.4) (27.5) (30.0) (4.5) (10.5) (5.0) (3.8) (3.0)

자료 통계청 인구주: , 택총조사보고서, 2010.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표< > 자치구별 주택면적별 현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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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체수는 만 천여2014 8 2

개로 서울시 약 만개 의 약 를 차지하고 종( 81 ) 10% ,

사자수는 약 만명으로 서울시 약 만 의 약49 ( 474 )

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10% .

명으로 서울시 평균 명 과 비슷하게 나타남5.9 (5.8 ) .

영등포 도심부의 사업체수는 서울시의 약 종사3%,

자수는 약 이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명5% , 9.8

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를 살(2009~2014) 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년 대비 년 사업체2009 2014 (11%)

및 종사자수 모두 증가하였음(11.9%) .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와 용산의 사

업체수는 각각 증가하여 서울 평균6.6%, 6% (11%)

에 비해 낮은 증가량을 보였고 한양도성 도심부의,

종사자수는 증가로 서울평균 에 비해4.5% (11.9%)

낮은 수준을 보임.

구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 서울대비(%) 종사자수명( ) 서울대비(%)

서울시 812,798 100 4,739,883 100 5.8

한양도성 도심 82,834 10.2 488,513 10.3 5.9

영등포 도심 25,799 3.2 251,607 5.3 9.8

청량리 14,558 1.8 58,729 1.2 4.0

용산 10,168 1.3 69,429 1.5 6.8

마포 13,551 1.7 100,988 2.1 7.5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표: , , 2014.

표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014)

제 절3

산업경제

사업체 및 종사자수3.1

구분

사업체수개( ) 종사자수명( )

년2009 년2014
증감율
(%)

년2009
비중

년2014
비중

년2009 년2014
증감율
(%)

년2009
비중

년2014
비중

서울시 723,086 812,798 11.0 100.0 100.0 4,177,336 4,739,883 11.9 100.0 100.0

한양도성 도심 77,401 82,834 6.6 10.7 10.2 466,550 488,513 4.5 11.2 10.3

영등포 도심 21,891 25,799 15.1 3.0 3.2 221,175 251,607 12.1 5.3 5.3

청량리 13,215 14,558 9.2 1.8 1.8 51,887 58,729 11.7 1.2 1.2

용산 9,562 10,168 6.0 1.3 1.3 61,145 69,429 11.9 1.5 1.5

마포 11,673 13,551 13.9 1.6 1.7 88,753 100,988 12.1 2.1 2.1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표 각년도: , , .

표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 (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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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한양도성 도심과 영등포 도심의 산업별2014

구성현황을 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55.1%, 29.4%), (13.2%, 13.6%),

음식점업 의 구성비가 높고 종(10.0%, 16.1%) , 사자

수 기준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24.0%, 13.7%),

식점업 제조업 이 높게(8.3%, 7.6%), (5.9%, 4.1%)

나타나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도, ,

심부 주요업종으로 볼 수 있음.

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도소매

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의 구성비가 가장 높

으며 이외 업종들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년 사이의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면 한2009~2014 ,

양도성 도심부의 경우 운수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과 도소매,

업의 사업체수는 증가했으나 종사자수의 감소폭은

크게 나타남 또한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낮은 증가폭을 보임.

반면 영등포 도심은 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에,

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가 크게 증가했으나 종사자수는 감소하였음.

그 외 지역의 경우 청량리는 사업서비스업 용산은,

금융보험업 마포는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과 금융, / /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서울시 평균에 비해 큰 폭,

의 성장세를 보임 한편 청량리와 용산은 서울시 평.

균에 비해 사업체수의 낮은 증가폭을 보임.

구분
서울시 한양도성도심 영등포도심 청량리 용산 마포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농업 임업어업/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7.5 6.0 13.2 5.9 13.6 4.1 10.6 8.3 6.9 3.8 5.8 2.9

전기가스증기수도/ / / 0.0 0.2 0.0 0.2 0.0 0.3 0.0 0.0 0.0 0.1 0.0 0.3

하수 폐기물 재생/ / 0.1 0.1 0.0 0.0 0.1 0.1 0.0 0.1 0.0 0.1 0.1 0.1

건설업 2.7 6.0 0.5 4.3 2.4 4.0 2.1 2.7 1.4 6.9 2.5 4.6

도매 및 소매업 28.7 18.1 55.1 24.0 29.4 13.7 44.5 28.7 43.6 25.8 23.9 14.3

운수업 11.7 5.5 2.0 3.3 3.3 2.1 5.9 2.9 3.8 3.9 8.4 4.2

숙박및 음식점업 15.6 9.8 10.0 8.3 16.1 7.6 14.7 9.4 17.0 9.5 16.8 7.4

출판 영상 방송/ / 2.8 6.9 1.6 7.0 5.6 11.8 0.9 1.4 3.5 6.1 4.9 8.5

금융 및 보험업 1.3 5.4 1.9 14.2 3.7 18.0 1.1 6.1 1.7 6.4 2.5 10.2

부동산 임대업/ 4.5 3.3 2.4 2.6 3.9 2.9 3.4 2.4 4.0 2.9 5.9 3.3

전문 과학 기술/ / 4.6 8.9 3.9 9.7 6.5 9.8 2.3 9.0 3.9 11.2 6.4 10.9

사업서비스업 1.7 8.0 2.6 7.4 2.5 14.2 1.1 6.4 1.9 8.9 4.1 16.4

공공행정 사회보장/ 0.2 2.7 0.1 6.1 0.1 2.8 0.1 4.8 0.2 1.6 0.3 3.6

교육서비스업 4.1 6.7 0.8 1.6 2.5 1.7 1.8 4.7 1.8 5.6 3.9 5.2

보건 및 사회복지 3.2 6.3 1.0 2.0 2.1 2.7 2.5 7.1 1.8 2.3 3.2 3.0

문화 여가 스포츠/ / 2.6 1.7 0.9 1.1 1.9 1.1 1.6 1.5 1.8 1.1 2.1 1.2

기타공공개인서비스/ 8.7 4.4 3.9 2.4 6.2 3.1 7.3 4.4 6.7 3.8 9.4 4.0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표: , , 2014.

표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 %)

산업별 특성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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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분류

서울시 한양도성 도심 영등포 도심 청량리 용산 마포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전체산업 11.0 11.9 6.6 4.5 15.1 12.1 9.2 11.7 6.0 11.9 13.9 12.1

농업 임업어업/ . -57.1 -174.3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광업 -10.3 62.9 0.0 16.7 50.0 0.0 0.0 0.0 0.0 0.0 0.0 -100.0

제조업 10.2 0.3 5.8 -1.6 -0.8 -4.8 12.4 8.3 4.3 -3.1 11.0 -6.9

전기가스증기수도/ / / 10.0 -60.9 53.8 -57.6 14.3 32.4 0.0 -850.0 33.3 24.6 0.0 -10.5

하수 폐기물 재생/ / 22.1 10.7 0.0 1.6 13.3 11.8 14.3 40.3 80.0 98.3 37.5 9.5

건설업 12.2 21.5 -6.0 14.9 8.8 15.9 17.6 -28.6 5.6 54.5 18.3 3.7

도매 및 소매업 10.6 7.8 5.4 -0.9 14.4 -1.4 12.0 13.2 -3.1 -6.9 13.5 6.8

운수업 2.7 -1.3 -0.5 -38.7 8.0 2.7 18.9 -21.9 11.4 18.1 -1.5 -6.1

숙박및 음식점업 9.5 13.3 9.3 6.4 13.7 20.4 -1.6 7.6 7.7 0.7 6.6 10.3

출판 영상 방송/ / 45.2 19.7 33.0 13.8 35.5 13.7 25.8 1.0 41.8 9.7 39.5 11.3

금융 및 보험업 12.7 3.9 5.4 0.4 32.8 7.3 0.0 11.4 34.1 40.2 22.2 21.7

부동산 임대업/ 1.8 4.2 16.0 2.8 12.9 23.3 -3.7 -2.9 -5.7 20.8 9.2 5.0

전문 과학 기술/ / 32.3 14.2 11.5 11.9 32.8 1.9 26.2 5.5 36.6 -18.4 40.4 47.3

사업서비스업 33.2 23.0 12.5 5.0 26.1 40.2 35.2 40.3 40.2 65.0 36.1 6.2

공공행정 사회보장/ -0.9 -1.5 -15.1 23.9 -6.3 -3.8 0.0 47.6 23.8 18.9 10.8 -26.6

교육서비스업 11.9 11.8 9.4 -1.3 24.5 3.1 6.2 1.2 28.1 30.1 14.5 6.5

보건 및 사회복지 20.2 27.3 6.3 19.6 23.8 15.3 4.5 19.0 19.3 -15.3 23.0 34.0

문화 여가 스포츠/ / -3.1 7.4 -12.2 2.8 4.2 -8.3 -14.8 -7.7 -8.6 12.0 -4.5 24.1

기타공공개인서비스/ 5.2 13.7 3.8 20.8 10.1 11.5 3.2 12.9 7.2 -1.2 2.7 11.8

자료 서울시: , 서울통계표, 각년도.

표 산업별 변화율 단위< > (2009-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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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 특화산업1)

년 산업별 도심부 특화도 를 보면 사업체2014 (LQ)

및 종사자 기준 특화도가 모두 이 넘는 업종은 도매1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이들 업종이 도심부,

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음.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 공공(2.6),

행정 사회보장업 도소매업 등의 특화도가/ (2.3), (1.3)

높게 나타남 금융보험업은 소공동 에서 특화도. (5.6)

가 높게 나타나고 공공행정 사회보장업은 사직동, /

명동 에서 도소매업은 신당 동 에(5.2), (5.2) , 1 (4.0)

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 ,

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이 특화도 이상의 업종으로, 1

나타남 도소매업은 회현동. (2.8), 종로 가동5·6

창신 동 등에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2.4), 1 (2.1)

으며 제조업은 을지로동 에서 사업서비스업은, (5.2) ,

사직동 과 명동 소공동 에서 금융 및(6.3) (4.5), (3.9) ,

보험업은 명동 과 소공동 에서 특화도가 높(5.5) (4.8)

게 나타남.

년 사이의 한양도성 도심부 특화도 변화2009~2014

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사회보장업의 종사자수 증가, /

가 크며 사회서비스업의 사업체수 감소폭이 비(2.3),

교적 큰 편임(1.6).

행정동별로 보면 교남동의 경우 공공행정 사회보장/

업의 특화도 증가하였고 사직동은 공공행정 사(1.7) /

회보장업의 특화도가 감소 하였으며 명동은(-1.1) ,

제조업의 특화도가 감소 한 대신 공공행정 사(-3.0) /

회보장의 특화도가 증가 하였음 종사자수 기(4.5) . (

준)

구 분
한양도성
도심부

사직동 교남동
종로
가동1~4

종로
가동5·6

창신동1 소공동 회현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1

농업 임업어업/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1 0.0 0.0 0.3 0.0 0.0 0.0 0.0 0.0 0.4 0.0 0.0

제조업 1.0 0.1 0.1 1.0 1.6 1.8 0.1 0.2 0.2 3.2 4.8 0.9

전기가스증기수도/ / / 1.0 0.1 0.0 2.4 0.0 0.0 0.2 1.6 1.7 0.0 0.0 0.0

하수 폐기물 재생/ / 0.3 0.5 0.0 0.3 0.6 5.2 0.0 0.0 0.1 0.0 0.0 0.7

건설업 0.7 1.2 0.1 2.1 0.2 0.0 0.3 0.2 0.4 0.1 0.2 0.0

도매 및 소매업 1.3 0.3 0.4 1.0 2.6 2.2 0.7 2.3 0.6 2.0 1.7 4.0

운수업 0.6 0.9 0.3 0.3 0.9 0.4 1.4 0.6 0.5 0.4 0.3 0.2

숙박및 음식점업 0.8 0.8 0.6 1.0 0.8 1.2 0.9 0.7 0.9 0.8 0.7 0.4

출판 영상 방송/ / 1.0 0.9 0.1 1.0 0.8 0.1 1.2 1.4 1.4 0.4 0.7 0.1

금융 및 보험업 2.6 2.1 0.4 1.9 0.7 1.5 5.6 3.0 3.7 0.8 1.4 0.3

부동산 임대업/ 0.8 1.5 0.4 0.7 0.9 0.9 0.5 0.6 0.9 0.8 0.4 0.9

전문 과학 기술/ / 1.1 1.9 0.7 0.9 0.6 0.1 1.5 0.9 1.3 1.3 0.6 0.2

사업서비스업 0.9 1.0 0.1 1.2 0.3 0.9 1.0 0.3 1.3 0.5 0.7 0.5

공공행정 사회보장/ 2.3 5.2 2.0 2.1 0.4 0.1 0.1 0.3 5.2 1.1 0.7 0.7

교육서비스업 0.2 0.4 0.8 0.4 0.2 0.3 0.3 0.1 0.1 0.1 0.1 0.3

보건 및 사회복지 0.3 0.3 9.1 0.2 0.3 0.5 0.2 0.1 0.2 0.5 0.4 0.1

문화 여가 스포츠/ / 0.6 2.0 0.6 0.7 0.4 2.1 0.6 0.9 0.3 0.3 0.3 0.3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0.6 0.6 1.0 0.6 0.9 1.2 0.5 0.5 0.6 0.4 0.4 0.2

자료 서울시: , 서울통계표, 2014.

표 산업별 지수 종사자수 기준< > LQ (2014, )

특화산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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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양도성
도심부

사직동 교남동
종로
가동1~4

종로
가동5·6

창신동1 소공동 회현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 동1

농업 임업어업/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1.0 0.0 0.0 3.5 0.0 0.0 0.0 0.0 0.0 2.8 0.0 0.0

제조업 1.8 0.2 0.4 1.6 1.4 1.8 0.4 0.3 0.7 3.7 5.2 0.6

전기가스증기수도/ / / 0.9 3.3 0.0 1.4 0.0 0.0 1.4 1.2 3.3 0.0 0.0 0.0

하수 폐기물 재생/ / 0.2 1.5 0.0 0.3 0.2 0.7 0.0 0.0 0.2 0.0 0.0 0.1

건설업 0.2 0.5 0.7 0.2 0.1 0.1 0.2 0.1 0.2 0.2 0.2 0.1

도매 및 소매업 1.9 0.6 0.7 1.7 2.4 2.1 1.1 2.8 1.0 1.8 1.4 3.0

운수업 0.2 0.7 0.8 0.1 0.1 0.1 0.7 0.1 0.3 0.1 0.1 0.0

숙박및 음식점업 0.6 1.5 1.3 0.9 0.5 0.7 1.2 0.4 1.2 0.4 0.4 0.2

출판 영상 방송/ / 0.6 2.3 1.2 0.8 0.3 0.2 1.2 0.1 1.2 0.4 0.5 0.1

금융 및 보험업 1.5 2.7 2.3 1.1 0.4 0.7 4.8 1.4 5.5 0.7 0.6 0.2

부동산 임대업/ 0.5 0.9 1.4 0.6 0.4 0.6 0.8 0.3 1.0 0.4 0.4 0.4

전문 과학 기술/ / 0.8 1.9 0.7 0.9 0.3 0.2 2.2 0.1 1.6 0.9 1.1 0.3

사업서비스업 1.6 6.3 1.2 2.1 0.5 0.3 3.9 0.5 4.5 0.5 0.6 0.4

공공행정 사회보장/ 0.7 3.1 6.6 1.0 0.4 0.3 1.1 0.3 1.6 0.2 0.3 0.4

교육서비스업 0.2 0.6 1.5 0.5 0.1 0.2 0.3 0.0 0.2 0.1 0.1 0.0

보건 및 사회복지 0.3 0.8 0.7 0.3 0.4 0.5 0.5 0.2 0.8 0.1 0.1 0.1

문화 여가 스포츠/ / 0.4 0.9 1.2 0.6 0.3 0.6 0.5 0.1 0.4 0.2 0.3 0.2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0.4 0.8 1.7 0.7 0.4 0.5 0.6 0.3 0.8 0.3 0.3 0.1

자료 서울시: , 서울통계표, 2014

표 산업별 지수 사업체수 기준< > LQ (2014, )

구 분
한양도성
도심부

사직동 교남동
종로
가동1~4

종로
가동5·6

창신동1 소공동 회현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 동1

농업 임업어업/ . -0.7 0.0 0.0 -0.2 0.0 0.0 0.0 0.0 0.0 -9.2 0.0 0.0

광업 -0.1 -0.4 0.0 -0.4 0.0 0.0 0.0 0.0 0.0 0.4 0.0 0.0

제조업 0.1 0.0 -0.2 0.1 0.0 0.2 0.0 -0.5 0.0 0.5 0.7 0.1

전기가스증기수도/ / / 0.1 -0.1 0.0 2.3 0.0 0.0 0.2 1.0 -3.0 0.0 0.0 0.0

하수 폐기물 재생/ / 0.0 0.0 0.0 -0.5 0.6 5.2 -0.1 0.0 0.1 0.0 0.0 0.0

건설업 0.0 -0.3 -0.7 1.3 0.1 0.0 -0.9 -0.9 0.0 0.0 -0.1 -0.1

도매 및 소매업 0.0 0.0 -0.3 -0.1 0.1 0.2 0.0 0.4 0.0 -0.3 0.1 -0.1

운수업 -0.2 -0.4 0.0 -0.1 0.6 0.0 -0.4 -0.3 -0.2 0.2 0.1 0.1

숙박및 음식점업 0.0 0.1 -0.3 0.1 0.0 0.2 -0.1 0.0 -0.2 0.2 0.1 0.0

출판 영상 방송/ / 0.0 0.0 -1.1 -0.5 -0.2 -0.1 0.3 0.7 -0.1 0.2 0.0 0.0

금융 및 보험업 0.1 0.5 -0.1 0.0 -0.1 -0.5 1.5 0.8 -1.2 0.3 -0.3 0.1

부동산 임대업/ 0.1 0.7 -0.1 -0.1 0.0 0.1 -0.2 -0.2 0.2 0.2 -0.1 0.3

전문 과학 기술/ / 0.1 0.3 -0.1 -0.2 0.0 0.1 0.5 -0.3 0.1 0.3 0.0 0.0

사업서비스업 -0.1 -0.6 -0.1 0.0 0.1 -0.3 -0.4 -0.1 0.0 -0.3 0.0 0.3

공공행정 사회보장/ 0.7 -1.1 1.7 0.1 0.0 0.0 -1.3 0.1 4.5 -0.1 0.1 0.4

교육서비스업 0.0 0.1 0.1 -0.1 -0.1 -0.1 0.1 -0.1 0.0 -0.1 0.0 0.0

보건 및 사회복지 0.0 0.1 2.0 0.0 -0.2 -0.1 0.1 0.0 0.0 0.1 -0.2 0.0

문화 여가 스포츠/ / 0.0 0.6 0.0 -0.1 0.0 1.4 0.3 -0.3 -0.1 0.0 0.0 0.0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0.1 0.2 -0.3 0.1 0.1 0.2 0.1 0.1 0.0 0.1 0.0 -0.1

자료 서울시: , 서울통계표, 각년도

표 산업별 지수 증감 종사자수 기준< > LQ (2009-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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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 외 지역2)

년 기준 영등포 도심과 청량리 용산 마포지2014 · ·

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모두를 고려한 특화산업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영등포 도심· : 금융보험업 출판 방송업 제조업 등, / ,

청량리지역 도소매업 제조업 등· : ,

용산지역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사회보장업 등· : , /

마포지역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 등

년 사이의 종사자수 기준 특화도 증감을2009~2014

살펴보면 영등포 도심은 사업서비스업 과 전문, (1.5) /

과학 기술업 의 특화도가 증가했으며 청량리는/ (1.4) ,

도소매업 용산은 도소매업 과 전문 과학(1.6), (1.7) / /

시기술업 마포는 사업서비스업 과 공공행(1.6), (2.5)

정 사회보장업 에서 특화도가 증가하였음/ (1.6) .

구 분 영등포 도심 청량리 용산 마포

농업 임업어업/ . 0.0 4.0 0.0 0.0

광업 2.2 0.0 0.0 2.1

제조업 1.8 1.4 0.9 0.8

전기가스증기수도/ / / 1.6 0.4 1.7 0.9

하수 폐기물 재생/ / 1.0 0.8 0.9 1.0

건설업 0.9 0.8 0.5 0.9

도매 및 소매업 1.0 1.6 1.5 0.8

운수업 0.3 0.5 0.3 0.7

숙박및 음식점업 1.0 0.9 1.1 1.1

출판 영상 방송/ / 2.0 0.3 1.2 1.8

금융 및 보험업 2.8 0.9 1.3 1.9

부동산 임대업/ 0.9 0.7 0.9 1.3

전문 과학 기술/ / 1.4 0.5 0.8 1.4

사업서비스업 1.5 0.6 1.1 2.4

공공행정 사회보장/ 0.8 0.9 1.3 1.8

교육서비스업 0.6 0.4 0.4 1.0

보건 및 사회복지 0.7 0.8 0.6 1.0

문화 여가 스포츠/ / 0.8 0.6 0.7 0.8

기타공공개인서비스/ 0.7 0.8 0.8 1.1

자료 서울시: , 서울통계표, 2014.

표 영등포도심 광역중심 및 마포지역 산업별 지수 사업체수 기준< > · LQ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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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블86 .

록은 간선가로와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패턴 등을 고,

려하여 개로 세분하였음86 .

도형자료는 년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를2013 GIS

기반으로 현황을 분석하였음 데이터 값의 누락 데. ,

이터 구축 출처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도심부 토지

수와 건축물 수 등은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일 수 있음.

제 절4

토지 및 건축물

검토대상범위4.1

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검토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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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4.2

필지규모1)

년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에 의하면 도심부에2013 ,

는 지목상 대 인 필지수가 개에 달함 이( ) 24,166 .垈

들은 대부분 필지면적이 이하인 소규모 필지로90㎡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인 필지는 약 를, 1,000 2.2%㎡

차지하고 있음.

구분 합계 이하90㎡
90 ~㎡
150㎡

150 ~㎡
1,000㎡

1,000 ~㎡
5,000㎡

5,000 ~㎡
10,000㎡

10,000㎡
이상

전체필지
필지수 30,385 19,024 4,727 5,627 827 122 58

비율(%) 100.0% 62.6% 15.6% 18.5% 2.7% 0.4% 0.2%

지목상
대 필지( )垈

필지수 24,166 15,219 4,192 4,205 445 77 28

비율(%) 100.0% 63.0% 17.3% 17.4% 1.8% 0.3% 0.1%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필지규모 현황< > (2013)

그림 필지규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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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2)

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심부의 지가수준을2013

살펴보면 당 만원 만원인 필지 비율이, 500 ~1,00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동지역28% ,

이 당 만원에 이르는 필지들이 분포5,000~6,500㎡

하고 있어 가장 높은 지가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광화문 서울시청 남대문 주변지역 등 도심부, ,

주요지역의 지가수준은 만원 만원 사이1,000 ~4,200

에 분포하고 종묘 경희궁 덕수궁 주변 지가는, , 100

만원 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1,000 .

구분 합계 만원 이하250 만원250~500 만원500~1000 만원1000~2000 만원 이상2000

전체필지
필지수 30,385 4,176 6,399 9,609 7,645 2,556

비율(%) 100.0% 13.7% 21.1% 31.6% 25.2% 8.4%

지목상
대 필지( )垈

필지수 24,166 1,360 4,743 8,403 7,162 2,498

비율(%) 79.5% 4.5% 15.6% 27.7% 23.6% 8.2%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필지규모 현황 단위 원< > (2013) ( : / )㎡

그림 지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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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1)

년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를 통해 도심부 건축2013

물의 용도별 면적 구성을 보면 업무 용도가, 42.5%

로 가장 많고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도는, 19.4%,

를 차지하고 있음10.3% .

블록별로 보면 업무용도의 비율이 이상인 지역, 80%

은 번 블록으7, 10, 30, 32, 33, 35, 37, 54, 79, 86

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중인 지역에

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주거용도는. 8, 15, 41,

번 블록과 회현구역 주변 에서 높게 나타42 (83, 84)

나고 있음.

구분 주거 업무 공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 식품위생 교육문화‧ 기타

면적( )㎡ 2,362,693 9,777,768 69,026 1,642,781 612,202 4,465,012 248,055 1,403,204 2,434,833

비율(%) 10.3 42.5 0.3 7.1 2.7 19.4 1.1 6.1 10.6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건축물 용도별 면적 현황< >

건축물4.3

그림 건축물 주용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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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연면적( )㎡
비율: %

주거 업무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 식품위생 공장 교육문화‧ 기타

1 447,385 24.9 7.8 3.4 0.3 16.9 41.9 0.1 3.5 1.1

2 377,261 26.9 29.6 0.0 0.2 31.4 0.0 0.3 9.5 2.1

3 328,325 37.7 58.7 0.0 0.0 0.0 0.0 0.0 3.6 0.0

4 102,866 10.1 71.1 0.0 0.0 16.9 0.0 0.0 2.0 0.0

5 745,128 3.9 77.9 0.0 0.0 12.1 0.2 0.0 0.6 5.3

6 343,076 0.0 37.5 0.0 0.0 0.0 0.0 0.0 48.5 14.0

7 337,445 0.2 84.5 0.0 0.0 0.5 0.0 0.0 14.8 0.0

8 130,910 41.8 56.3 0.0 0.0 1.7 0.2 0.0 0.0 0.0

9 264,466 21.8 26.6 0.0 1.0 24.8 0.0 0.3 21.2 4.4

10 301,963 1.8 89.0 0.0 0.0 6.2 0.0 0.0 3.0 0.0

11 225,843 11.1 50.7 0.0 1.3 23.2 2.1 0.0 8.5 3.2

12 363,805 4.9 68.9 0.0 0.4 22.6 0.2 0.0 1.6 1.3

13 419,491 9.6 20.9 0.0 22.8 37.1 0.0 0.5 1.6 7.6

14 146,397 5.6 35.8 0.0 3.9 15.9 0.0 0.1 38.6 0.2

15 109,855 56.9 12.9 0.0 1.2 21.4 7.6 0.0 0.0 0.0

16 65,084 21.2 4.5 0.0 11.2 57.5 0.0 1.4 2.1 2.1

17 171,121 9.1 11.9 19.1 15.6 35.6 0.8 0.1 7.4 0.4

18 103,756 18.3 8.8 0.0 2.6 53.7 0.0 0.0 11.7 4.9

19 138,052 8.2 2.3 0.0 0.0 75.1 0.0 0.0 12.9 1.6

20 54,871 18.3 18.2 0.0 7.7 51.5 0.0 0.0 0.0 4.2

21 36,728 2.9 46.6 28.5 0.0 5.7 0.0 0.0 0.0 16.3

22 411,050 9.5 65.4 2.6 0.8 16.6 0.0 0.0 4.8 0.2

23 518,569 24.8 58.8 0.0 0.2 15.7 0.0 0.0 0.4 0.1

24 176,813 21.4 24.7 7.7 2.5 37.6 0.0 0.1 0.2 5.9

25 188,310 15.0 12.6 1.5 4.1 48.1 0.0 0.1 13.7 5.0

26 48,716 37.5 13.4 0.0 1.1 39.2 0.0 0.2 0.1 8.5

27 219,148 14.5 58.8 0.0 15.5 1.7 0.0 0.0 0.0 9.6

28 432,253 13.7 56.9 0.0 0.0 3.9 0.0 0.0 19.2 6.4

29 368,569 6.2 40.7 0.0 8.8 9.1 0.0 0.0 10.4 24.8

30 343,369 0.3 91.4 0.0 0.0 5.5 0.0 0.0 2.8 0.0

31 311,068 0.3 32.1 0.0 0.0 67.3 0.0 0.0 0.2 0.0

32 306,133 0.0 96.0 0.0 0.0 0.9 0.0 0.0 1.3 1.9

33 847,407 0.4 81.9 0.4 1.1 15.7 0.0 0.0 0.5 0.0

34 218,521 2.7 37.3 0.0 1.6 43.3 0.0 0.0 12.1 3.0

35 776,544 0.2 93.9 0.7 0.0 4.8 0.0 0.0 0.0 0.4

36 66,486 4.0 24.2 0.0 13.0 40.5 0.0 0.0 18.1 0.2

37 111,879 0.7 98.5 0.0 0.0 0.8 0.0 0.0 0.0 0.0

38 177,924 2.4 44.9 25.3 3.8 20.9 0.0 0.6 2.1 0.1

39 160,179 21.5 34.5 0.0 0.4 32.0 0.0 0.1 4.7 6.7

40 75,523 10.1 3.6 4.3 9.4 56.8 0.0 1.0 13.6 1.1

41 215,821 57.8 0.8 16.9 0.4 21.3 0.0 0.2 1.6 1.0

42 84,793 52.7 0.0 0.0 1.2 45.9 0.0 0.0 0.0 0.2

43 68,457 27.5 2.2 1.9 0.8 45.5 0.8 3.2 11.2 6.8

44 117,130 24.7 18.3 0.0 0.0 50.2 0.0 0.0 6.2 0.6

45 249,363 37.4 7.2 14.5 0.7 30.4 0.0 0.1 2.8 6.9

46 117,633 12.4 3.0 10.6 1.7 46.5 0.6 0.1 9.4 15.6

표 블록별 건축물 용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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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연면적( )㎡
비율:%

주거 업무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 식품위생 공장 교육문화‧ 기타

47 858,213 5.6 1.1 1.8 0.0 1.3 0.0 0.0 8.5 81.7

48 69,199 1.1 1.5 95.0 0.7 1.7 0.0 0.0 0.0 0.0

49 1,090,472 0.2 12.0 13.8 0.2 8.0 0.0 0.0 0.0 65.8

50 369,652 26.0 10.1 31.6 0.9 21.1 0.0 1.6 3.8 4.9

51 89,452 0.0 0.0 95.7 0.0 4.3 0.0 0.0 0.0 0.0

52 162,679 8.3 2.2 40.8 0.0 48.6 0.0 0.1 0.0 0.0

53 364,718 3.0 10.2 1.8 0.5 16.5 0.0 0.0 67.7 0.3

54 948,950 0.1 96.5 0.4 0.0 2.8 0.0 0.0 0.0 0.3

55 70,190 17.6 36.7 0.0 0.3 42.7 0.0 0.0 2.6 0.0

56 272,215 1.8 55.7 0.0 0.1 41.1 0.0 0.0 0.8 0.4

57 133,418 0.0 37.5 0.0 26.1 36.4 0.0 0.0 0.0 0.0

58 521,881 1.9 65.8 9.3 1.2 17.1 0.0 0.3 3.0 1.3

59 306,542 0.0 7.0 52.6 23.6 15.3 0.0 0.0 1.4 0.0

60 195,627 5.7 63.6 7.3 0.6 1.6 0.0 0.0 0.0 21.2

61 655,155 1.3 3.8 61.4 0.0 22.3 0.0 0.0 0.7 10.4

62 138,355 18.0 3.5 15.9 0.0 12.3 0.0 0.0 1.0 49.3

63 538,692 3.7 71.0 1.4 0.8 15.2 0.0 0.0 0.3 7.7

64 75,421 4.7 38.0 0.0 0.0 42.5 0.0 0.0 14.8 0.0

65 376,842 3.3 50.3 18.6 0.1 24.2 0.0 0.0 3.0 0.4

66 617,909 29.4 6.7 8.9 6.9 19.3 0.0 0.0 2.7 26.2

67 38,752 8.7 69.5 0.0 0.0 4.0 0.0 0.1 14.8 2.8

68 46,824 0.9 0.0 0.0 0.0 17.9 81.2 0.0 0.0 0.0

69 241,302 1.3 32.4 0.0 0.0 49.3 0.0 0.1 3.6 13.2

70 154,361 3.8 29.7 1.5 1.3 49.7 0.5 1.6 3.6 8.4

71 306,468 7.0 46.9 0.0 0.1 36.4 0.0 7.1 2.0 0.6

72 149,257 9.8 13.1 0.0 1.5 39.7 0.0 0.7 31.6 3.6

73 199,472 17.4 19.9 6.3 1.6 44.3 0.0 3.4 1.9 5.2

74 150,719 22.2 1.8 0.9 12.1 15.2 0.0 0.4 46.8 0.6

75 80,573 21.5 29.4 0.6 0.9 41.3 0.4 5.4 0.0 0.5

76 178,998 15.9 7.0 17.5 0.0 43.8 0.0 0.8 14.2 0.7

77 152,311 5.1 22.4 2.9 0.0 39.7 0.0 2.3 0.0 27.7

78 237,942 6.8 24.8 16.7 8.4 33.5 0.5 3.3 5.9 0.0

79 95,688 2.3 83.2 0.0 2.1 12.3 0.0 0.1 0.0 0.0

80 61,055 6.2 2.2 49.1 0.0 41.8 0.3 0.0 0.2 0.1

81 618,854 0.3 73.9 0.0 13.4 0.7 0.0 0.0 0.0 11.8

82 202,482 28.1 2.0 0.0 2.9 58.5 1.0 0.0 4.5 3.2

83 95,071 85.7 0.0 0.0 5.5 2.1 0.0 0.0 6.7 0.0

84 113,574 70.9 29.1 0.0 0.0 0.0 0.0 0.0 0.0 0.0

85 163,428 7.7 34.9 0.2 12.8 25.4 0.0 0.0 16.5 2.4

86 47,370 7.7 85.7 0.0 0.0 4.7 0.0 0.0 0.0 2.0

자료 서울시공간정보데이터: , (GIS),2013

표 블록별 건축물 용도 현황 계속< > ( )



제 장 현황조사 및 분석1 ∙ 27

건축물 층수2)

도심부의 건축물 층수 현황을 살펴보면 층 건축1~2

물이 의 비율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59% , 10

층 이상의 건축물은 총 개동으로 도심부 전체 건459

축물의 를 차지하고 있음3.1% .

블록별로는 번 블록이 층 건축물비율이75 1~2

로 가장 높았으며 세운상가 주변지역81.3% , (40, 41,

은 이상이 층 건축물로 구성되어43, 75) 80% 1~2

있음.

층1~2 층3~4 층5~9 층10~14 층15~24 층 이상25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8,991 58.9 3,599 23.6 2,209 14.5 243 1.6 193 1.3 23 0.2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건축물 층수 현황< > (2013)

그림 건축물 층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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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층1~2 층3~4 층5~9 층10~14 층15~24 층 이상25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1 527 70.4 157 21.0 62 8.3 3 0.4 0 0.0 0 0.0

2 491 69.6 159 22.6 53 7.5 2 0.3 0 0.0 0 0.0

3 3 23.1 2 15.4 2 15.4 0 0.0 6 46.2 0 0.0

4 97 78.9 11 8.9 12 9.8 2 1.6 1 0.8 0 0.0

5 58 45.0 21 16.3 24 18.6 18 14.0 8 6.2 0 0.0

6 2 28.6 1 14.3 3 42.9 0 0.0 1 14.3 0 0.0

7 6 18.8 8 25.0 13 40.6 1 3.1 4 12.5 0 0.0

8 25 67.6 4 10.8 5 13.5 0 0.0 3 8.1 0 0.0

9 28 39.4 16 22.5 17 23.9 7 9.9 3 4.2 0 0.0

10 95 72.0 20 15.2 13 9.8 1 0.8 3 2.3 0 0.0

11 70 50.7 34 24.6 27 19.6 5 3.6 2 1.4 0 0.0

12 219 75.0 54 18.5 15 5.1 2 0.7 1 0.3 1 0.3

13 206 63.0 79 24.2 34 10.4 5 1.5 3 0.9 0 0.0

14 104 65.8 39 24.7 12 7.6 1 0.6 2 1.3 0 0.0

15 103 65.2 26 16.5 26 16.5 2 1.3 1 0.6 0 0.0

16 278 79.2 41 11.7 32 9.1 0 0.0 0 0.0 0 0.0

17 196 57.8 73 21.5 66 19.5 4 1.2 0 0.0 0 0.0

18 285 77.4 49 13.3 33 9.0 1 0.3 0 0.0 0 0.0

19 93 54.7 44 25.9 32 18.8 1 0.6 0 0.0 0 0.0

20 113 68.1 35 21.1 18 10.8 0 0.0 0 0.0 0 0.0

21 14 60.9 4 17.4 4 17.4 1 4.3 0 0.0 0 0.0

22 149 50.5 70 23.7 65 22.0 6 2.0 5 1.7 0 0.0

23 79 36.9 76 35.5 42 19.6 10 4.7 7 3.3 0 0.0

24 177 47.1 109 29.0 87 23.1 1 0.3 2 0.5 0 0.0

25 146 40.6 129 35.8 81 22.5 4 1.1 0 0.0 0 0.0

26 87 60.8 32 22.4 24 16.8 0 0.0 0 0.0 0 0.0

27 9 39.1 6 26.1 2 8.7 0 0.0 6 26.1 0 0.0

28 27 32.5 22 26.5 26 31.3 8 9.6 0 0.0 0 0.0

29 48 52.7 15 16.5 21 23.1 3 3.3 4 4.4 0 0.0

30 11 34.4 11 34.4 5 15.6 0 0.0 4 12.5 1 3.1

31 14 27.5 14 27.5 17 33.3 4 7.8 2 3.9 0 0.0

32 5 25.0 3 15.0 2 10.0 3 15.0 6 30.0 1 5.0

33 67 54.0 18 14.5 14 11.3 7 5.6 17 13.7 1 0.8

34 37 19.6 54 28.6 84 44.4 11 5.8 2 1.1 1 0.5

35 12 34.3 5 14.3 5 14.3 4 11.4 5 14.3 4 11.4

36 36 43.9 17 20.7 23 28.0 5 6.1 1 1.2 0 0.0

37 7 63.6 0 0.0 1 9.1 2 18.2 1 9.1 0 0.0

38 131 70.8 37 20.0 13 7.0 2 1.1 2 1.1 0 0.0

39 111 47.6 85 36.5 33 14.2 4 1.7 0 0.0 0 0.0

40 192 80.3 33 13.8 14 5.9 0 0.0 0 0.0 0 0.0

41 273 80.8 40 11.8 24 7.1 0 0.0 1 0.3 0 0.0

42 173 79.0 31 14.2 13 5.9 0 0.0 2 0.9 0 0.0

43 245 80.9 39 12.9 19 6.3 0 0.0 0 0.0 0 0.0

44 107 47.3 82 36.3 36 15.9 1 0.4 0 0.0 0 0.0

45 301 61.9 130 26.7 52 10.7 2 0.4 0 0.0 1 0.2

표 블록별 건축물 층수 현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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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층1~2 층3~4 층5~9 층10~14 층15~24 층 이상25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46 227 64.9 93 26.6 29 8.3 1 0.3 0 0.0 0 0.0

47 70 56.9 42 34.1 8 6.5 0 0.0 3 2.4 0 0.0

48 3 27.3 1 9.1 7 63.6 0 0.0 0 0.0 0 0.0

49 21 26.3 20 25.0 35 43.8 2 2.5 1 1.3 1 1.3

50 385 70.3 119 21.7 37 6.8 5 0.9 2 0.4 0 0.0

51 0 0.0 6 66.7 2 22.2 0 0.0 1 11.1 0 0.0

52 17 50.0 5 14.7 12 35.3 0 0.0 0 0.0 0 0.0

53 33 20.9 55 34.8 65 41.1 5 3.2 0 0.0 0 0.0

54 26 34.2 17 22.4 13 17.1 6 7.9 10 13.2 4 5.3

55 20 29.4 26 38.2 17 25.0 5 7.4 0 0.0 0 0.0

56 38 30.9 41 33.3 35 28.5 6 4.9 1 0.8 2 1.6

57 1 33.3 0 0.0 0 0.0 0 0.0 2 66.7 0 0.0

58 114 47.1 69 28.5 47 19.4 9 3.7 3 1.2 0 0.0

59 2 20.0 0 0.0 1 10.0 1 10.0 4 40.0 2 20.0

60 5 19.2 5 19.2 8 30.8 3 11.5 5 19.2 0 0.0

61 60 43.2 31 22.3 31 22.3 11 7.9 6 4.3 0 0.0

62 177 79.0 34 15.2 12 5.4 0 0.0 1 0.4 0 0.0

63 40 32.0 38 30.4 32 25.6 2 1.6 13 10.4 0 0.0

64 19 48.7 12 30.8 5 12.8 2 5.1 1 2.6 0 0.0

65 44 20.6 81 37.9 76 35.5 7 3.3 6 2.8 0 0.0

66 57 24.4 77 32.9 92 39.3 5 2.1 3 1.3 0 0.0

67 16 51.6 13 41.9 0 0.0 1 3.2 1 3.2 0 0.0

68 9 52.9 6 35.3 2 11.8 0 0.0 0 0.0 0 0.0

69 28 29.5 36 37.9 25 26.3 6 6.3 0 0.0 0 0.0

70 86 43.9 75 38.3 32 16.3 1 0.5 2 1.0 0 0.0

71 138 44.4 101 32.5 65 20.9 5 1.6 2 0.6 0 0.0

72 217 67.0 65 20.1 40 12.3 1 0.3 1 0.3 0 0.0

73 366 74.5 82 16.7 39 7.9 4 0.8 0 0.0 0 0.0

74 149 72.0 39 18.8 17 8.2 1 0.5 1 0.5 0 0.0

75 196 81.3 35 14.5 10 4.1 0 0.0 0 0.0 0 0.0

76 198 56.9 115 33.0 33 9.5 2 0.6 0 0.0 0 0.0

77 130 52.6 69 27.9 43 17.4 4 1.6 1 0.4 0 0.0

78 229 62.6 71 19.4 57 15.6 6 1.6 3 0.8 0 0.0

79 27 43.5 18 29.0 11 17.7 3 4.8 3 4.8 0 0.0

80 83 65.9 32 25.4 9 7.1 2 1.6 0 0.0 0 0.0

81 11 28.2 15 38.5 3 7.7 0 0.0 8 20.5 2 5.1

82 165 64.2 68 26.5 24 9.3 0 0.0 0 0.0 0 0.0

83 16 59.3 5 18.5 5 18.5 0 0.0 0 0.0 1 3.7

84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85 102 58.0 46 26.1 23 13.1 3 1.7 2 1.1 0 0.0

86 8 66.7 1 8.3 1 8.3 1 8.3 1 8.3 0 0.0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블록별 건축물 층수 현황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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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건폐율 용적률3) ‧

년 공간정보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심부의 블록2013

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분석해 보면 도심부의 평균건

폐율은 약 평균용적률은 로 나타남59%, 245% .

용적률의 경우 무교동 소공동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시행되어 업무용 고층건물이 밀집한 시청 일대가

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건폐율의 경우600~800% ,

명동과 종로 가 일대가 이상의 높은 건폐율을3 70%

보이고 있음.

블록 건폐율(%) 용 률(%)젹

1 55 156

2 55 157

3 55 471

4 52 197

5 62 438

6 29 283

7 42 261

8 56 273

9 60 345

10 57 241

11 50 240

12 58 185

13 60 233

14 35 107

15 60 232

16 56 184

17 59 245

18 60 181

19 61 225

20 55 171

21 43 190

22 58 232

23 55 216

24 56 226

25 63 227

26 56 207

27 42 650

28 41 183

29 49 276

30 44 379

31 58 399

32 57 664

33 59 575

34 72 402

35 52 621

36 63 346

37 60 923

38 67 304

39 65 253

40 58 135

41 55 134

표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현황< > · (2013)

블록 건폐율(%) 용 률(%)젹

42 55 167

43 56 148

44 55 165

45 61 179

46 65 219

47 41 137

48 66 179

49 53 251

50 57 201

51 62 278

52 74 284

53 57 255

54 51 674

55 65 358

56 61 292

57 48 815

58 67 274

59 61 875

60 66 508

61 58 269

62 63 219

63 69 467

64 58 363

65 78 393

66 65 347

67 55 202

68 61 294

69 58 285

70 56 252

71 65 302

72 63 174

73 61 195

74 54 181

75 52 130

76 67 193

77 60 222

78 61 215

79 54 209

80 62 211

81 47 597

82 57 182

블록 건폐율(%) 용 률(%)젹

83 47 214

84 66 1,159

85 61 226

86 54 420

평균 59 245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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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블록별 건폐율 현황< >

그림 블록별 용적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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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4)

도심부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철골 및 강구조, ,

건축물이 로 가장 많고 목조 건축물이 연41% , 36%,

와 및 조적조 건축물이 를 차지하고 있음22% .

블록별로 보면 세운상가주변(40, 41, 42, 43, 72,

과 종묘주변 은 목조건73, 74, 75) (14, 15, 16, 18)

축물 비율이 이상이며 번 블록도 높은50% , 4, 10, 12

목조 건축물 비율을 보이고 있음.

철근 철콘 및 강구조, 연와 및 조적조 목조 및 기타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6,311 41.1 3,442 22.4 5,593 36.4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건축물 구조 현황< > (2013)

그림 건축물 구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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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철근 철콘 및 강구조, 연와 및 조적조 목조 및 기타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1 187 25.0 238 31.8 324 43.3

2 205 29.1 269 38.2 231 32.8

3 10 76.9 1 7.7 2 15.4

4 23 18.7 25 20.3 75 61.0

5 76 58.9 23 17.8 30 23.3

6 6 85.7 1 14.3 0 0.0

7 24 75.0 2 6.3 6 18.8

8 14 37.8 6 16.2 17 45.9

9 41 57.7 14 19.7 16 22.5

10 33 25.0 23 17.4 76 57.6

11 65 47.1 30 21.7 43 31.2

12 71 24.3 34 11.6 187 64.0

13 107 32.7 64 19.6 156 47.7

14 56 35.4 22 13.9 80 50.6

15 53 33.5 22 13.9 83 52.5

16 66 18.8 45 12.8 240 68.4

17 138 40.7 68 20.1 133 39.2

18 102 27.7 48 13.0 218 59.2

19 75 44.1 34 20.0 61 35.9

20 50 30.1 34 20.5 82 49.4

21 9 39.1 4 17.4 10 43.5

22 143 48.5 61 20.7 91 30.8

23 134 62.6 35 16.4 45 21.0

24 187 49.7 86 22.9 103 27.4

25 213 59.2 56 15.6 91 25.3

26 55 38.5 34 23.8 54 37.8

27 13 56.5 3 13.0 7 30.4

28 64 77.1 7 8.4 12 14.5

29 44 46.8 35 37.2 15 16.0

30 20 62.5 3 9.4 9 28.1

31 31 60.8 12 23.5 8 15.7

32 18 90.0 0 0.0 2 10.0

33 62 47.0 24 18.2 46 34.8

34 139 73.5 35 18.5 15 7.9

35 25 69.4 6 16.7 5 13.9

36 47 57.3 12 14.6 23 28.0

37 4 36.4 2 18.2 5 45.5

38 52 28.1 33 17.8 100 54.1

39 140 58.6 47 19.7 52 21.8

40 54 22.5 58 24.2 128 53.3

41 68 20.1 80 23.6 191 56.3

42 44 20.1 35 16.0 140 63.9

43 60 19.8 77 25.4 166 54.8

표 블록별 건축물 구조 현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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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철근 철콘 및 강구조, 연와조적조 목조 및 기타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44 138 61.1 73 32.3 15 6.6

45 186 38.0 106 21.7 197 40.3

46 123 35.1 125 35.7 102 29.1

47 52 41.9 58 46.8 14 11.3

48 8 72.7 3 27.3 0 0.0

49 66 81.5 9 11.1 6 7.4

50 162 29.6 139 25.4 247 45.1

51 10 100.0 0 0.0 0 0.0

52 31 91.2 1 2.9 2 5.9

53 123 77.8 24 15.2 11 7.0

54 50 64.9 12 15.6 15 19.5

55 48 66.7 17 23.6 7 9.7

56 89 67.4 26 19.7 17 12.9

57 3 100.0 0 0.0 0 0.0

58 130 51.0 91 35.7 34 13.3

59 8 80.0 1 10.0 1 10.0

60 20 74.1 6 22.2 1 3.7

61 97 65.1 30 20.1 22 14.8

62 189 83.3 27 11.9 11 4.8

63 81 61.4 28 21.2 23 17.4

64 19 48.7 10 25.6 10 25.6

65 151 69.3 58 26.6 9 4.1

66 167 71.1 50 21.3 18 7.7

67 7 22.6 12 38.7 12 38.7

68 7 41.2 5 29.4 5 29.4

69 63 66.3 26 27.4 6 6.3

70 102 52.0 50 25.5 44 22.4

71 136 43.7 71 22.8 104 33.4

72 96 29.6 58 17.9 170 52.5

73 118 24.0 77 15.7 296 60.3

74 52 25.1 31 15.0 124 59.9

75 45 18.7 56 23.2 140 58.1

76 186 53.4 65 18.7 97 27.9

77 105 42.5 83 33.6 59 23.9

78 140 38.0 75 20.4 153 41.6

79 31 50.0 14 22.6 17 27.4

80 36 28.6 36 28.6 54 42.9

81 28 70.0 9 22.5 3 7.5

82 88 33.5 75 28.5 100 38.0

83 12 44.4 8 29.6 7 25.9

84 2 66.7 1 33.3 0 0.0

85 72 40.9 45 25.6 59 33.5

86 6 50.0 3 25.0 3 25.0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블록별 건축물 구조 현황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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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노후도5)

년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를 기준으로 도심부2013

건축물의 노후도를 살펴보면 년 이전에 건축된, 1970

노후 건축물들이 를 차지하여 년 이후 신40% 2001

규 건축물 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10%)

음.

블록별로는 남대문시장 인근 번 블록이 년62 1970

이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이상으로 높80%

게 나타났으며 번 블록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3

완료된 사직 내수 지구는 거의 모든 건물이 년, 2001

이후 신축된 것으로 나타남.

년 이전1970 년1971~1980 년1981~1990 년1991~2000 년 이후2001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동 수 비율 (%)

6,279 40.9 2,082 13.6 2,617 17.1 2,771 18.1 1,597 10.4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건축물 노후도 현황< > (2013)

그림 건축물 노후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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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년 이전1970 년1971~1980 년1981~1990 년1991~2000 년 이후2001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1 314 41.9 115 15.4 106 14.2 160 21.4 54 7.2

2 237 33.6 92 13.0 140 19.9 174 24.7 62 8.8

3 1 7.7 1 7.7 3 23.1 0 0.0 8 61.5

4 13 10.6 18 14.6 30 24.4 43 35.0 19 15.4

5 59 45.7 12 9.3 24 18.6 16 12.4 18 14.0

6 1 14.3 4 57.1 0 0.0 1 14.3 1 14.3

7 11 34.4 7 21.9 6 18.8 4 12.5 4 12.5

8 12 32.4 8 21.6 5 13.5 6 16.2 6 16.2

9 13 18.3 9 12.7 14 19.7 18 25.4 17 23.9

10 41 31.1 23 17.4 28 21.2 29 22.0 11 8.3

11 34 24.6 16 11.6 37 26.8 29 21.0 22 15.9

12 100 34.2 37 12.7 59 20.2 60 20.5 36 12.3

13 140 42.8 52 15.9 48 14.7 58 17.7 29 8.9

14 70 44.3 25 15.8 17 10.8 20 12.7 26 16.5

15 41 25.9 14 8.9 28 17.7 31 19.6 44 27.8

16 84 23.9 65 18.5 61 17.4 93 26.5 48 13.7

17 102 30.1 36 10.6 78 23.0 72 21.2 51 15.0

18 73 19.8 50 13.6 71 19.3 87 23.6 87 23.6

19 41 24.1 21 12.4 38 22.4 40 23.5 30 17.6

20 38 22.9 22 13.3 41 24.7 42 25.3 23 13.9

21 3 13.0 5 21.7 8 34.8 3 13.0 4 17.4

22 63 21.4 30 10.2 65 22.0 98 33.2 39 13.2

23 70 32.7 34 15.9 34 15.9 57 26.6 19 8.9

24 86 22.9 46 12.2 75 19.9 104 27.7 65 17.3

25 84 23.3 60 16.7 79 21.9 80 22.2 57 15.8

26 37 25.9 30 21.0 27 18.9 34 23.8 15 10.5

27 11 47.8 1 4.3 4 17.4 3 13.0 4 17.4

28 37 44.6 4 4.8 11 13.3 14 16.9 17 20.5

29 41 43.6 19 20.2 9 9.6 11 11.7 14 14.9

30 11 34.4 3 9.4 5 15.6 9 28.1 4 12.5

31 26 51.0 3 5.9 8 15.7 10 19.6 4 7.8

32 4 20.0 5 25.0 5 25.0 6 30.0 0 0.0

33 68 51.5 11 8.3 25 18.9 18 13.6 10 7.6

34 82 43.4 29 15.3 33 17.5 29 15.3 16 8.5

35 14 38.9 5 13.9 7 19.4 6 16.7 4 11.1

36 20 24.4 16 19.5 18 22.0 17 20.7 11 13.4

37 5 45.5 2 18.2 2 18.2 0 0.0 2 18.2

38 59 31.9 20 10.8 43 23.2 34 18.4 29 15.7

39 137 57.3 28 11.7 28 11.7 31 13.0 15 6.3

40 82 34.2 37 15.4 59 24.6 41 17.1 21 8.8

41 183 54.0 44 13.0 49 14.5 41 12.1 22 6.5

42 81 37.0 38 17.4 37 16.9 40 18.3 23 10.5

43 163 53.8 36 11.9 49 16.2 34 11.2 21 6.9

44 88 38.9 29 12.8 41 18.1 45 19.9 23 10.2

45 209 42.7 64 13.1 74 15.1 99 20.2 43 8.8

46 158 45.1 37 10.6 84 24.0 52 14.9 19 5.4

47 21 16.9 37 29.8 20 16.1 28 22.6 18 14.5

48 1 9.1 5 45.5 3 27.3 2 18.2 0 0.0

49 38 46.9 19 23.5 11 13.6 6 7.4 7 8.6

50 276 50.4 65 11.9 90 16.4 90 16.4 27 4.9

표 블록별 건축물 노후도 현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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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년 이전1970 년1971~1980 년1981~1990 년1991~2000 년 이후2001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51 0 0.0 7 70.0 0 0.0 1 10.0 2 20.0

52 20 58.8 1 2.9 9 26.5 2 5.9 2 5.9

53 30 19.0 12 7.6 47 29.7 50 31.6 19 12.0

54 41 53.2 10 13.0 11 14.3 8 10.4 7 9.1

55 38 52.8 9 12.5 7 9.7 10 13.9 8 11.1

56 72 54.5 11 8.3 19 14.4 20 15.2 10 7.6

57 1 33.3 1 33.3 0 0.0 0 0.0 1 33.3

58 139 54.5 37 14.5 25 9.8 41 16.1 13 5.1

59 3 30.0 4 40.0 2 20.0 1 10.0 0 0.0

60 13 48.1 3 11.1 3 11.1 3 11.1 5 18.5

61 87 58.4 12 8.1 24 16.1 16 10.7 10 6.7

62 186 81.9 10 4.4 13 5.7 14 6.2 4 1.8

63 64 48.5 21 15.9 10 7.6 23 17.4 14 10.6

64 19 48.7 4 10.3 6 15.4 6 15.4 4 10.3

65 138 63.3 19 8.7 23 10.6 22 10.1 16 7.3

66 152 64.7 30 12.8 25 10.6 14 6.0 14 6.0

67 11 35.5 3 9.7 6 19.4 4 12.9 7 22.6

68 5 29.4 6 35.3 1 5.9 4 23.5 1 5.9

69 52 54.7 10 10.5 19 20.0 9 9.5 5 5.3

70 110 56.1 33 16.8 24 12.2 17 8.7 12 6.1

71 163 52.4 41 13.2 35 11.3 49 15.8 23 7.4

72 144 44.4 42 13.0 59 18.2 50 15.4 29 9.0

73 163 33.2 81 16.5 105 21.4 90 18.3 52 10.6

74 97 46.9 23 11.1 32 15.5 35 16.9 20 9.7

75 109 45.2 31 12.9 45 18.7 39 16.2 17 7.1

76 208 59.8 39 11.2 40 11.5 31 8.9 30 8.6

77 131 53.0 37 15.0 35 14.2 29 11.7 15 6.1

78 174 47.3 60 16.3 50 13.6 50 13.6 34 9.2

79 32 51.6 2 3.2 14 22.6 10 16.1 4 6.5

80 57 45.2 20 15.9 14 11.1 17 13.5 18 14.3

81 26 65.0 2 5.0 5 12.5 4 10.0 3 7.5

82 129 49.0 38 14.4 38 14.4 40 15.2 18 6.8

83 6 22.2 6 22.2 4 14.8 6 22.2 5 18.5

84 0 0.0 2 66.7 0 0.0 0 0.0 1 33.3

85 70 39.8 25 14.2 29 16.5 28 15.9 24 13.6

86 6 50.0 1 8.3 1 8.3 3 25.0 1 8.3

자료 서울시 공간정보데이터: , (GIS), 2013

표 블록별 건축물 노후도 현황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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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종로 중구의 건축허가 동수는2009~2014 /

동으로 서울시의 동 에 해당하며5,821 8%(72,506 ) ,

연면적으로는 약 만 임 용도별로는 상업용3,336 .㎡

건물이 연면적 비율 주거용 건물은68.8 %( 75.6%),

연면적 비율 로 상업용 건물의 허가비19.9 %( 6.7%)

율이 높게 나타남.

그 외 지역의 건축허가 동수는 모든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비해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 비율이 높게 나

타나며 각 지역의 건축허가 동수 및 연면적은 다음,

과 같음.

·영등포구 총 건축허가 동수 동 상업용: 3,036 (

주거용 총 연면적 약 만60%, 25%), 2,196 ㎡

동대문구 총 건축허가 동수 동 상업용· : 2,716 (

주거용 총 연면적 약 만46.1%, 40.6%), 724 ㎡

용산구 총 건축허가 동수 동 상업용· : 1,693 (

주거용 총 연면적 약 만61.7%, 30.8%), 531 ㎡

마포구 총 건축허가 동수 동 상업용· : 3,543 (

주거용 총 연면적 약 만55.3%, 36.6%), 613 ㎡

연도별 종로 중구의 서울시 대비 건축허가동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년까지 선을 유지, 2001~2003 4%

하였으나 년 이후 를 유지함, 2005 7~9.5% .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서울시
동수 72,506 30,499 33,325 8,682

비율(%) 100.0 42.1 46.0 12.0

종로 중구/
동수 5,821 1,160 4,007 651

비율(%) 100.0 19.9 68.8 11.2

영등포구
동수 3,036 760 1,823 453

비율(%) 100.0 25.0 60.0 14.9

동대문구
동수 2,716 1,102 1,252 86,313

비율(%) 100.0 40.6 46.1 3177.9

용산구
동수 1,693 522 1,045 124

비율(%) 100.0 30.8 61.7 7.3

마포구
동수 3,543 1,295 1,960 284

비율(%) 100.0 36.6 55.3 8.0

자료 서울시 서울시통계연보 각년도: , , .

표 용도별 건축허가 동수< > (2009-2014)

제 절5

건축 및 개발동향

건축허가 동향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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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건축허가동수서울시 종로 중구< > ( , / )

그림 연도별 건축허가동수영등포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 ( , , , )



제 장 현황조사 및 분석1 ∙ 41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서울시
연면적( )㎡ 297,589,982 19,898,865 224,972,612 52,718,505

비율(%) 100.0 6.7 75.6 17.7

종로 중구/
연면적( )㎡ 33,362,167 511,964 26,321,468 6,528,735

비율(%) 100.0 1.5 78.9 19.6

마포구
연면적( )㎡ 7,242,819 515,951 5,488,167 1,238,701

비율(%) 100.0 7.1 75.8 17.1

영등포구
연면적( )㎡ 21,967,614 569,452 17,102,602 3,536,734

비율(%) 100.0 2.6 77.9 16.1

동대문구
연면적( )㎡ 5,319,229 931,214 3,734,996 567,068

비율(%) 100.0 17.5 70.2 10.7

용산구
연면적( )㎡ 6,131,031 463,171 5,098,354 574,191

비율(%) 100.0 7.6 83.2 9.4

자료 서울시 서울시통계연보 각년도: , , .

표 용도별 건축허가 연면적< > (2009-2014)

그림 연도별 건축허가연면적상업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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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건축허가연면적주거용< > ( )

구역 용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2014

종로 중구/
주거용 2.0 1.6 2.8 4.8 2.3 1.5 2.6

상업용 10.8 14.5 8.3 8.9 12.9 21.8 11.7

마포구
주거용 2.4 2.8 3.1 3.6 1.7 1.8 2.6

상업용 3.6 1.9 1.1 2.4 3.8 5.0 2.4

영등포구
주거용 0.9 4.7 2.9 4.9 1.6 1.4 2.9

상업용 3.8 6.6 2.8 10.0 16.7 6.9 7.6

동대문구
주거용 1.7 2.5 3.6 2.5 6.5 9.5 4.7

상업용 1.9 5.9 0.6 0.8 0.9 1.5 1.7

용산구
주거용 1.0 4.6 2.6 1.9 1.0 2.5 2.2

상업용 1.1 1.5 1.5 1.5 3.1 6.3 1.9

자료 서울시 서울시통계연보 각년도: , , .

표 서울시 대비 용도별 건축허가 비중연면적 기준 단위< > ( ) ( : %)



제 장 현황조사 및 분석1 ∙ 43

그림 서울시 대비 건축허가동수 비중종로 중구 영등포구< > ( / , )

그림 서울시 대비 건축허가동수 비중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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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까지 한양도성 도심에 공급된 오피스009~2014

총 연면적은 약 만 로 같은 기간 동안의 서울시158 ㎡

주권역들의 총 공급 연면적의 약 를 차지함29% .

년 말 당시 오피스 빌딩 임대료 월세전환 임대2014 (

료 는 약 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서) 69.6 ,

울시의 임대료 상승률은 로 년대 들어 가1.3% 2010

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각 지역별로 임대료는.

상이하나 상승률은 비슷하게 나타남.

년 말 서울시 오피스 공실률은 년 분2014 2013 4/4

기 대비 상승하여 대로 올라섰으며 이는 장1.5% 6% ,

기간 신규 공급이 늘면서 수요 또한 감소했기 때문으

로 분석됨.

년 말 기준 여의도 마포권역 을 제외한2014 , / (4.5%)

모든 지역 에서 공실률이 상승 특히 도(6.3~6.6%) ,

심권역에서 커다란 상승폭을 보임 전년도대비. (

2.5%)

연도 도심권역한양도성( ) 강남권역 여의도마포권역, 기타권역 계

2009 6 245 0 292 544

2010 572 185 12 176 945

2011 370 278 232 115 995

2012 84 265 240 469 1057

2013 373 168 210 384 1136

2014 171 197 0 403 771

자료 신영에셋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 각년도: , ,

표 오피스 공급현황연면적 기준 단위 천< > ( ) ( : )㎡

오피스 동향5.2

그림 연도별 오피스 공급현황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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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도심권역한양도성( ) 강남권역 여의도 마포권역/ 기타권역

임대료 공실률 임대료 공실률 임대료 공실률 임대료 공실률

년2009

분기1/1 62.2 2.7 55.6 4 42.2 2.3 37.4 2.8

분기1/2 62.3 2.9 54.9 4.7 42.2 2.1 37.6 4

분기3/4 62.2 3.2 54.7 4.9 42.4 2.5 37.7 4.4

분기4/4 62.7 3.5 54.6 4.9 42.7 2.7 37.8 4.1

년2010

분기1/1 63.8 3.8 52.5 2.8 42.8 2.4 39.2 3.3

분기1/2 63.2 3.9 55.3 3 42.9 2.2 38.6 5.6

분기3/4 63.4 3.3 55.2 5.8 43 2.5 38.6 4.9

분기4/4 63.9 4.9 55.1 5 43.3 2.1 39 5.5

년2011

분기1/1 64.5 4.2 55.1 3.9 43.7 2 38.6 5.7

분기1/2 64.7 4.5 55.2 3.2 44.1 2.1 39.3 5.3

분기3/4 64.9 4.4 55.6 3.3 45.1 2.5 39.6 5.7

분기4/4 65.3 3.7 56.3 4.2 45.4 3.1 40.3 5.2

년2012

분기1/1 65.3 4.5 56.6 4.4 45.6 2.2 40.4 3.8

분기1/2 65.9 3.9 56.9 5.1 45.9 3 40.9 4.9

분기3/4 66.6 3.8 57.3 4.9 46.1 3 41.2 4.6

분기4/4 66.8 3.9 57.2 5.1 47.2 4.1 41.2 4.7

년2013

분기1/1 67.3 4 57.6 4.9 47.4 4.7 41.6 4.5

분기1/2 67.9 4.3 57.9 5.3 47.4 4.2 41.9 5

분기3/4 68.3 3.7 58.4 5.1 47.9 4.7 42 4.7

분기4/4 68.9 3.8 58.7 5 48 4.6 42.2 5.1

년2014

분기1/1 69.3 4.7 59 5.4 48.1 5 42.3 5.8

분기1/2 69 5.4 59.4 5.3 48.1 5.2 42.5 6.2

분기3/4 69.1 5.8 59.5 6.1 48.1 5 42.7 6.2

분기4/4 69.6 6.3 59.5 6.6 48.2 4.5 42.8 6.3

자료 신영에셋오피스시장동향보고서각년도: , ,

표 오피스 공실률 임대료 현황 단위 천원< > / ( :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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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기별 오피스 임대료현황< >

그림 분기별 오피스 공실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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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는 한양도성 사대문안 일( )

대 및 주변지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문

화재청 자료를 활용하여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서는 역사

적 예술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음.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로 분류되며 년 현재 서울시에는 국, 2016

가지정문화재 건 시지정문화재 건992 , 547 ,

문화재자료 건으로 총 건이 지정되어 있으45 1205

며 중로 중구에는 서울시의 에 해당하는 건, / 30% 456

종로구 건 중구 건 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 369 , 87 )

어 있음.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

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서울시에는 총 건의 등, 184

록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종로 중구에는 총 건/ 62

이 지정되어 있음.

제 절6

역사문화자원

서울시 문화재 현황6.1

문화재 분류
현황

서울시 종로구 중구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 지정( )

국보 166 13 8

보물 675 138 42

사적 67 25 8

명승 3 2 0

천연기념물 11 9 0

국가무형문화재 29 4 0

중요민속문화재 41 8 0

소계 992 199 58

시지정문화재
시장 지정( )

시유형문화재 436 143 12

시무형문화재 44 7 2

시기념물 37 6 8

시민속문화재 30 14 7

소계 547 170 29

문화재자료 시장 지정( ) 58 23 6

등록문화재 184 49 13

합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 ) 1,781 441 106

자료 문화재청 년 현재: , 2016

표 서울시 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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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한양도성 도심부에는 국가지정문화재2016

건 시지정문화재 건 등록문화재는 건이 등28 , 16 , 10

록되어 총 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음54 .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는 환구단

(사적 제 호157 동아일보사옥 시도유형문화재 제), (

호 승동교회 시도유형문화재 제 호 광통131 ), ( 130 ),

관 시도기념물 제 호 구 미국문화원 등록문화재( 19 ), (

제 호 등 총 개의 시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238 ) 5

가 지정되어 있음.

구분 개수 대상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3 서울 숭례문남대문 원각사지십층석탑 종묘 정전( ), ,

보물 5 흥인지문동대문 종묘 영녕전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덕수궁 함녕전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 , , ,

사적 20
한양도성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운현궁 종묘 사직단 경희궁지 탑골공원 청계천, , , , , , , , , ,
유적 고종어극 년칭경기념비 구 러시아 공사관 구 서울역사 경교장 정동교회 환구단, 40 , , , , , ,

우정총국 명동성당 한국은행 본관, ,

시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9
승동교회 성제묘 성공회 서울성당 조계사 대웅전 종묘 어정 동아일보 사옥 탑골공원 팔각정, , , , , , ,

천도교 중앙대교당 옛 제일은행 본점,

기념물 5 보신각터 배재학당동관 구세군중앙회관 광통관 태평로 가 지하배수로, , , , 2

민속자료 2 운니동 김승현가 경운동 민병옥가옥,

등록문화재 10
구 서울특별시청사 구 대법원청사 구 신아일보별관 홍난파가옥 경운궁 양이재 이화여고, , , , ,

심슨기념관 기상관측소 구 국회의사당 구 미국문화원 한국전력공사 사옥, , , ,

계 54 -

표 한양< > 도성 도심부 문화재 현황

구분 정비구역내 정비구역 외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 서울 숭례문남대문 원각사지십층석탑 종묘 정전( ), ,

보물 -
흥인지문동대문 종묘 영녕전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덕수궁 함녕전 덕수궁 중화전( ), , , ,

및 중화문

사적 -
한양도성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운현궁 종묘 사직단 경희궁지, , , , , , , , ,

탑골공원 청계천유적 고종어극 년 칭경기념비 구 러시아 공사관 구 서울역사, , 40 , , ,
경교장 정동교회 우정총국 명동성당 한국은행 본관 환구단, , , , .

시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동아일보사옥,
승동교회

옛 제일은행 본점

성제묘 성공회 서울성당 조계사 대웅전 종묘 어정 탑골공원 팔각정 천도교, , , , ,
중앙대교당

기념물 광통관 보신각터 배재학당동관 구세군중앙회관 태평로 가 지하배수로, , , 2

민속자료 - 운니동 김승현가 경운동 민병옥가옥,

등록문화재 구 미국문화원
구 서울특별시청사 구 대법원청사 구 신아일보별관 홍난파가옥 경운궁 양이재, , , , ,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기상관측소 구 국회의사당 한국전력공사 사옥, , ,

계 5 49

표 한< > 양도성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외 문화재 현황/

한양도6.2 성 도심부 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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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문화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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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
일

소유자 비고 사진

1
사적

제 호213
우정총국
( )郵征總局

종로구
견지동

1970 국유

근대식 국내
우편제도 최초 도입
상징물 한어학교, -

중동학교
사용하기도 함

자료 문화재청:

2 사적
제 호253

서울 구
러시아공사
관 서울(
러시아舊

)公使館

중구
정동

1977 중구
고종 년에 지은27
르네상스풍의 층2

벽돌건물.

자료 문화재청:

3
사적

제 호256
정동교회
( )貞洞敎會

중구
정동

1977
감리교
재단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개신교

교회건물.

자료 문화재청:

4
사적

제 호258
명동성당
( )明洞聖堂

중구
명동 가2

1977
재단법인
천주교회
유지재단

한국 고딕식
성당건축의 모범,
한국 천주교 대표

대성당

자료 문화재청:

표 한양도성사대문 안 문화재건축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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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
일

소유자 비고 사진

5
사적

제 호280

한국은행
본관

(韓國銀行
)本館

중구 남대문로 1981 한국은행

조선은행 본점,
조선총독부 직속
금융기관 담당

년 원형 복원1989
이후 화폐박물관

6
사적

제 호284

구 서울역사
(舊

서울 )驛舍 )
중구 봉래동 가2 1981 문화재청

년에1922 1925∼
지어진 석재가
혼합된 벽돌식

건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

자료 문화재청:

7
사적

제 호465
경교장
( )京橋莊

종로구 평동 2005 삼성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집무실 겸 숙소
현재 김구 기념실

8
유형
문화재
제 호35

서울성공회성
당

서울( 聖公會
)聖堂

중구 정동 1978
대한
성공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

년1900
남대문정거장 -

년 경성역1910
현재 여객전용
건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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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
일

소유자 비고 사진

9
유형
문화재
제 호36

천도교중앙대
교당

(天道敎中央
)大敎堂

종로구 경운동 1978
재단법인
천도교
유지재단

천도교 총본산 교당,
일제 때 항일운동

거점

10
유형
문화재
제 호71

구 제일은행
본점

(舊第一銀行
)本店

중구
충무로 가1

1989
제일
은행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 조선저축은행,

본점 건물

11
유형
문화재
제 호130

승동교회
( )勝洞敎會

종로구
인사동

2001
승동
교회

운동의 지침과3·1
계획 논의 장소,

창립장소YWCA

12
유형
문화재
제 호131

동아일보
사옥

(東亞日報社
)屋

종로구
세종로

2001
동아
일보사

년 일민미술관2002
개관( )一民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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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
일

소유자 비고 사진

13
기념물
제 호16

구 배재학당
동관

(舊培材學堂
)東館

중구 정동 2001

옛 배재학당의 교실,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형태도
우수하여

한국근대건축의
중요한 지표

14
기념물
제 호19

광통관
( )廣通館

중구
남대문로 가1

2002 우리
은행

현재 은행으로
사용중

15
기념물
제 호20

구세군
중앙회관
(救世軍
중앙회관)

중구 정동 2002
구세군
대한본영

구세군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16
등록문화재
제 호1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중구 남대문로 2002
한국전력
공사

경성전기주식회사
사옥 최초의 내화, ,

내진설계와
엘리베이터 설비,
유리블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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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소유자 비고 사진

17
등록문화재
제 호3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중구 정동 2002
학교법인
이화학원

초창기의 서양
학교건축

자료 문화재청:

18
등록문화재
제 호11

태평로
구국회의사당

중구
태평로 가1

2002
서울
특별시

경성부 공연장으로
건립 광복 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
현재 서울시의회

19
등록문화재
제 호52

서울시청청사
중구

태평로 가1
2003

서울
특별시

경성부청사로 건축,
사용되어 오다 해방
이후 서울특별시
청사로 사용

자료 문화재청:

20
등록
문화재
제 호237

구
대법원
청사

중구 서소문동 2006
서울
특별시

경성재판소로
지어진 건물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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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
일

소유자 비고 사진

21
등록
문화재
제 호238

구 미국
문화원

중구 을지로 가1 2006
서울
특별시

미쯔이 물산주식회사
경성지점

년부터1985
미문화원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자료 문화재청:

22
등록
문화재
제 호402

구 신아일보사
별관

중구 정동 2008 장학만

미국기업인
싱거미싱회사

한국지부 등으로
사용 년, 1969

신아일보사 별관,
언론수난사 현장

대변
년 경향신문에1980
흡수 통합·

23
등록문화재
제 호585

서울
기상관측소

종로구 송월동 2014 기상청

근대 모더니즘 건축
기법을 나타내며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로 가치가 있음.

자료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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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 도로연장은 년 현재 로2015 388km

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광로 및 대로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폭 미만의 소로 가 전체 도, 12m ( )小路

로 연장의 를 차지하고 있어서 블록내부는 세72.4%

가로망 위주로 구성됨.

한양도성 도심부 도로는 동서축 위주로 형성발달되․

어 왔는데 폭 이상의 대로 광로는 동서간으로, 30m /

사직로 율곡로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왕십리길, , , , , ,

퇴계로 등이며 남북간으로는 의주로 세종로 남대문, , ,

로 훈련원로 홍인문로 등이 있음, , .

제 절7

교통

가로망7.1

구 분 합 계 광로 이상(40m ) 대로 미만(25~40m ) 중로 미만(12~25m ) 소로 미만(12m )

한양도성
도심부

388,690m
(100.0%)

16,952m
(4.4%)

40,594m
(10.4%)

49,846m
(12.8%)

281,298m
(72.4%)

서울시
8,215,127m
(100.0%)

235,182m
(2.9%)

725,299m
(8.8%)

901,128m
(11.0%)

6,353,518m
(77.3%)

자료 년 서울시 통계연보: 2015

표 한양도성 도심부 도로현황 년 기준< > (2015 )

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주요 가로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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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를 통과하는 지하철 전철노선은 동/

서방향으로 호선 남북방향으로 호선 등125 , 346 6․ ․ ․ ․

개 노선으로 한양도성 도심부 내에는 모두 개의, 39

지하철역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개는 환승역임, 13 .

구 간 거리(km) 역수개( )

계 30.3 39

호선1 서울역 동대문~ 4.6 6

호선2 충정로 신당~ 5.4 7

호선3 독립문 약수~ 6.6 8

호선4 혜화 서울역~ 5.8 7

호선5 충정로 청구~ 5.8 7

호선6 약수 동묘앞~ 2.1 4

자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수송계획: , , 2012

표< 한양도성 도심부내 지하철 현황>

철도망7.2

그림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

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년 현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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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특성7.3

한양도성 도심지역은 오랜 전통과 국가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밀도와 대중교통 공,

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각종 교통관련정책의 실현대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행분석이 필요

한 지역임.

도심 목적통행1) 도심 수단통행2)

한양도성 도심부 목적통행은 도심 발생기준

통행 도심 도착기준 통행으로2,422,448 , 2,446,588

분석됨.

도심발생은 귀가가 도심도착은 출근이57.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이 도심발생36.5% ,

도심도착 로 가장 낮게 나타남1.2%, 2.4% .

수단통행은 도심 발생기준 통행 도심도착2,721,657 ,

기준 통행으로 분석됨2,747,465 .

수단통행 중 지하철 철도가 도심발생 도심도/ 31.7%,

착 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택시는 도심발생33.0% ,

도심도착 로 가장 낮게 나타남10.5%, 10.8% .

구 분 합계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쇼핑 기타

도심발생

통행량 2,422,448 1,398,984 164,841 74,208 30,278 420,948 61,763 271,426

구성비 100.0 57.8 6.8 3.1 1.2 17.4 2.5 11.2

도심도착

통행량 2,446,588 337,136 893,442 126,074 59,375 469,877 134,874 425,810

구성비 100.0 13.8 36.5 5.2 2.4 19.2 5.5 17.4

자료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보고서: 2012

표< > 한양도성 도심 목적통행 변화 년(2010 ) 단위 통행 일( : / , %)

구 분 합계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기타

도심발생

통행량 2,721,657 555,724 586,599 862,604 287,129 429,601

구성비 100.0 20.4 21.6 31.7 10.5 15.8

도심도착

통행량 2,747,465 537,904 577,046 907,578 295,770 429,167

구성비 100.0 19.6 21.0 33.0 10.8 15.6

자료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보고서: 2012

표< > 한양도성 도심 수단통행 변화 년(2010 ) 단위 통행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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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입 통행량3)

도심부 교통량 변화추이

서울 경찰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심부 일 유출입1

교통량을 보면 년 대비 년 교통량이 대부, 2010 2015

분의 구간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의 다핵화정책에 따라 한양도성 도심기

능이 강남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등 도심지역으로 확,

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구 분 년2005 년2010 년2015
증감(2005-2010) 증감(2010-2015)

교통량대 일( / ) 비율(%) 교통량 대 일(( / ) 비율(%)

계 1,491,830 1,360,527 1,252,084 -131,303 -9.7% -108,443 -8.7%

삼청터널 21,238 14,309 13,100 -4,539 -31.7% -1,209 -9.2%

자하문터널 37,153 34,678 37,536 -6,929 -20.0% 2,858 7.6%

사직터널 104,060 94,384 82,987 -9,676 -10.3% -11,397 -13.7%

정동 MBC 101,668 82,911 70,504 -18,757 -3.8% -12,407 -17.6%

서소문 67,077 57,099 54,444 -9,978 -22.6% -2,655 -4.9%

칠패길 23,023 17,521 15,579 -5,502 -31.4% -1,942 -12.5%

서울역 103,871 89,588 74,639 -14,283 -15.9% -14,949 -20.0%

퇴계로 84,138 70,010 59,469 -14,128 -20.2% -10,541 -26.7%

소월길 26,017 20,572 17,664 -5,445 -26.5% -2,908 -17.7%

남산 호터널3 55,175 46,651 44,140 -8,524 -18.3% -2,511 -5.7%

소파길 19,464 18,701 14,452 -763 -4.1% -4,249 -29.4%

장충체육과 85,376 84,993 71,873 -383 -0.5% -13,120 -18.3%

장충단길 53,756 35,517 59,175 -18,239 -51.4% 23,658 40.0%

성동여상 73,907 68,255 60,936 -5,652 -8.3% -7,319 -12.0%

청계고가 - - - - - - -

청계천로 - - - - - - -

동대문 - 79,505 48,321 - - -31,184 -64.5%

혜화전화국 48,953 50,553 44,104 1,600 3.2% -6,449 -14.6%

창경궁로 61,189 47,549 48,335 -13,640 -28.7% 786 1.6%

남산 호터널1 71,578 72,398 71,537 820 1.1% -861 -1.2%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해당년도: , ,

표 서울시 도심부 교통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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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1)

지하철 전철은 도심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동서방향으로 호선 남북방향125 ,‧ ‧

으로 호선 등 총 개 노선 가 운행되고346 6 30.3km‧ ․

있음 총 개 지하철역이 있고 이 중 개는 환승. 39 13

역임.

기 지하철 노선 호선 은 모두 도심을 관통하1 (1234 )‧ ‧ ‧

고 있는데 이는 노선계획 당시 도심으로 집중되는,

도로교통량을 지하철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아래 계

획되었기 때문임.

도심 지하철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노선은 지하철

호선이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호선 환4 1·3·5

승역인 종로 가역임3 .

구 간 거리(km) 역수개( )

계 30.3 39

호선1 서울역 동대문~ 4.6 6

호선2 충정로 신당~ 5.4 7

호선3 독립문 약수~ 6.6 8

호선4 혜화 서울역~ 5.8 7

호선5 충정로 청구~ 5.8 7

호선6 약수 동묘앞~ 2.1 4

표 한양도성< > 도심부 지하철 현황

그림 지하철역별 이용객 현황도< >

자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수송계획: , , 2012.

대중교통수단 현황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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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2)

서울시 시내버스는 개 노선에 총 대가 운363 7,123

행 중으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전체 운행차량 중,

를 차지하고 있음96% .

간선버스는 개 노선에 총 대가 운행되고118 3,700

있으며 지선버스는 개 노선에 총 대가 운, 226 3,529

행되고 있음.

광역버스는 개 노선에 총 대가 운행되고 있으13 271

며 순환버스는 개의 노선에 총 대가 운행되고 있, 6 34

음.

구 분 노선수 인가대수 운행차량 예비차량

계 363 7,534 7,123 411

간선버스 118 3,700 3,517 183

지선버스 226 3,529 3,320 209

광역버스 13 271 255 16

순환버스 6 34 31 3

자료 서울특별시 제 차 대중교통계획: , 2 (2012~2016)

표 서울시 버스운행현황< >

버스회사는 총 개 업체가 영업중으로 업체별 평균66

보유대수는 대임114

보유
대수

계
50
이하

51
~80

81
~120

121
~150

151
~200

200
이상

업체수 66 6 10 24 11 11 4

자료 서울특별시 제 차 대중교통계획: , 2 (2012~2016)

표 업체별 보유대수< >

마을버스는 총 개 업체가 개 노선에 대124 210 1,401

가 운행 중

업체수 노선수 인가대수

124 210 1,401

자료 서울특별시 제 차 대중교통계획: , 2 (2012~2016)

표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 >

버스전용차로 현황3)

버스전용차로는 총 개 구간에 운영 중55 218.6㎞

구 분 운영구간 구간연장 비 고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전일제 개 구간25 54.4㎞

시간제 개 구간17 43㎞

소계 개 구간42 97.4㎞

중앙버스전용차로 개 도로축12 114.3㎞

기 타 개 구간1 6.8㎞ 경부고속도로

계 개 구간55 218.6㎞

자료 서울특별시 제 차 대중교통계획: , 2 (2012~2016)

표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

서울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총

개 도로축 에서 운영중임12 115.3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로 버스통행속도는 향상 되

었으나 경인로 망우왕산로 강남대로에서는 일반차, , ,․

로보다 낮은 속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존재

함.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점차적인 확대와 더불어 단절구

간 강화 및 통행속도 향상이 필요함.

구 분 중앙 시간 전일제(24 ) 비 고

이전2002 개축1 4.5㎞

2003 개축1 7.6㎞

2004 개축4 36.1㎞

2005 개축7 57.1㎞

2006 개축7 67.9㎞

2007 개축7 67.9㎞

2008 개축9 75.9㎞

2009 개축12 92.6㎞

2010 개축12 100.4㎞

2011 개축12 114.3㎞

자료 서울특별시 제 차 대중교통계획: , 2 (2012~2016)

표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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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년일 도로축 구간 연장( )㎞ 비고

2003.7 천호하정로․ 아차산역 신답역 신설동~ ~ 7.6 천호대로

2004.7

도봉미아로․ 의정부시계 미아삼거리 종로 가~ ~ 4 15.8

수색성산로․ 고양시계 수색전철역 이대후문~ ~ 6.8

강남대로삼일로․ 영동 교 신사역 퇴계로 가 종로 가1 ~ / 2 ~ 2 5.9

2005.7
망우로 망우역 중랑교 청량리역~ ~ 4.8

경인로 오류 영등포역 여의도IC~ ~ 6.8

2003.7 시흥대방로․ 안양시계 구로디지털역 대방역~ ~ 9.4

2006.12
한강로 한강대교 서울역남단∼ 5.5

마포로 마포대교 아현삼거리∼ 5.3

2008.1 송파대로 성남시계 잠실대교남단∼ 5.6

2008.11 통일의주로․ 고양시계 박석고개∼ 2.4

2009.4 공항로 단계(1 ) 등촌중학교 양화교∼ 2.5

2009.5 노량진로 대방역 한강대교남단∼ 2.8

2009.6 신반포로 이수교차로 논현역∼ 3.5

2009.11 동작대로 사당역 이수교차로∼ 2.7

2009.12 양화신촌로․ 양화대교 이대역∼ 5.2

2010.8
공항로 단계(2 ) 발산역 등촌중학교∼ 2.3

망우로 연장 구리시계 망우역∼ 2.2

2010.12 통일로 단계(1 ) 박석고개 녹번역∼ 3.3

2011.3 천호대로(BRT) 천호사거리 상일.C∼ 5.1

2011.12
통일로 단계(2 ) 녹번역 서소문사거리∼ 5.4

왕산로 흥인지문 청량리∼ 3.4

2012.12 공항로 김포공항입구 공항전화국∼ 1.0
자료 서울특별시 제 차 대중교통계획: , 2 (2012~2016)

표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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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 주차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년2015

도 기준으로 면의 주차면이 설치되어있는193,791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노상주차장 면 노외주, 4,487 ,

차장 면 부설주차장 면이 설치되어15,881 , 173,423

있음.

구 분 서울시
도심부

종로구 중구( + )

총면수 3,877,326 193,791

노상 134,924 4,487

노외 109,306 15,881

건축물부설 3,633,096 173,423

자료 서울시 서울시 통계연보: , , 2015.

표 도심부 주차장 현황< >

단위 면수( : )

도심부 동측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전문도

매상가 및 소규모 제조업체 밀집지역으로 화물물동

량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는 년부터 화물조, 199

업주차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청계천로 및 을지

로 일대에서 화물조업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도심부 주차장 현황< >

보행환경현황1)

보행관련시설물은 지하보도 육교 및 횡단보도 등을,

포함함 도심부에는 보도육교 개소 지하보도. 14 , 20

개소 횡단보도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 3,290 ,

보도는 서울시 전체 지하보도 개소의 를 차89 22.5%

지함.

구 분 보도육교 지하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개수( )

서 대 문 8 2 1,018 (253)

종 로 3 4 977 (236)

중 구 3 14 1,295 (221)

합 계 14 20 3,290 (710)

서울시전체 166 89 32,392 (8,960)

주 서울시 서울시 통계연보: , , 2014.

표 보행시설물 설치현황< >

일반적인 보행통행거리를 이내에 도로를 평면500m

으로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간선도로 구간을

보행횡단 불가구간으로 볼 경우 도심부의 보행횡단,

불가구간은 세종로 태평로 전 구간 남대문로 서울~ ,

역 광교구간 사직로 율곡로 효자동교차로 안국 교~ , ~ ~

차로 구간 및 퇴계로 서울역 퇴계 가 구간 등임~ 2 .

그림 보행횡단 불가구간 현황< >

주차현황7.5 보행교통 및 자전거시설 현황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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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시설 현황2)

서울시 자전거 통행량은 년 기준으로 약 만2010 50

통행 일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 ,

근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

서울시 자전거 분담률은 년 에서 년2002 0.4% 2010

로 배 이상 증가됨1.3% 3 .

구 분 년2002 년2006 년2010

자전거 통행량 159,484 388,416 497,126

총 통행량
환승 포함( )

37,911,000 37,306,471 37,654,663

통행 분담률 0.4% 1.0% 1.3%

자전거 통행량
증가율 년 기준(2002 )

1.00 2.44 3.12

자전거 통행량
증가율 년 기준(2006 )

- 1.00 1.28

자료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보고서: 2012

표 서울시 자전거 통행량 추이< >

한양도성 도심부에는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청계천,

로 우정국로 삼일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훈련원로, , , , , ,

흥인문로 일부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경복궁 주변 삼청돌길과 사직로 일부에 자전거 전용

차로와 도심부 북측 자하문길 효자로 율곡로 주변, ,

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도심 내부에는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고 업무 및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통행 수요 자체가 적

어 자전거 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실정임.

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주요가로별 자전거도로 현황< >

자료 서울자전거 홈페이지 자전거교통지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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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한양도성 도심부 종로 중구 의 국립공2014 ( , )

원과 기타공원을 포함하는 공원면적은 총 14.70㎢

종로구 중구 이며 이중 국립공원( 11.57 , 3.13 ) ,㎢ ㎢

과 기타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면적은 총 로9.53㎢

도심부 공원면적의 약 를 차지함65% .

한양도성 도심부의 경우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순으로 공원 비중이 컸음.

한편 도심부의 공원녹지면적은 총 로 녹지율15.07㎢

은 이며 자치구별 녹지면적은 종로구44.50% , 11.81

중구 로서 종로구는 녹지율이 에 달, 3.35 49.4%㎢ ㎢

해 녹지가 자치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함.

제 절8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공원 녹지 광장8.1 , ,

자치구
도시공원

국립공원 기타공원 합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소계

종로구 3.73 2.51 0.07 0.02 0.12 6.45 4.99 0.12
11.57

(48.43%)

중구 1.78 1.17 0.04 0.03 0.06 3.08 - 0.05
3.13

(31.43%)

합계 5.51 3.68 0.11 0.05 0.18 9.53 4.99 0.17
14.70

(43.40%)

자료 서울특별시 공원현황: , , 2014.

표 한양도성 도심부 유형별 공원현황< > 단위( : )㎢

자치구
시설녹지 ( )㎡ 일반녹지( )㎡

광장 및(
도로변녹지)

기타녹지( )㎡
분리대수벽수림대하천및( , , ,

건물주변 등)

녹지
소계( )㎡

공원녹지면적 ( )㎢ 녹지율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종로구 37,464 13,899 11,624 101,165 28,476.6 68,777 11.81 49.4%

중구 24,535 21,650 1,168 44,260 82,808.4 129,471 3.35 33.6%

합계 61,999 35,549 12,792 145,425 111,285 110,340 15.07 44.5%

자료 서울특별시 녹지대 관리현황: , , 2014.
녹지면적 국토해양부의 녹지율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녹지율은 공원녹지율을 의미하고 공원면적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설녹지: , ,※
일반녹지 기타녹지 면적을 합산하여 분석함, .

녹지율 공원녹지면적공원면적 녹지면적 도시 전체면적( (%) = ( + )( ) / ( ) × 100)㎡ ㎡

표 한양도성 도심부 공원녹지현황<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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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 복지시설 공공 청사 학교 등8.2 : ,

종로 중구에는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 ,

중앙우체국 종로경찰서 중구청 헌법재판소 등 주요, , ,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 종로 중구에는·

개의 초등학교 개의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26 , 44 · ,

및 대학교가 개 입지함6 .

종로 중구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백· ,

화점과 남대문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방산시장 광장, ,

시장 등의 재래시장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이 시장, ,

도시계획시설 으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전기공급설( ) .

비가 개소 수도공급설비가 개소 설치되어 있음6 , 5 .

종로구 중구 합계

합계 42 34 76

대학교 2 1 3

전문대학교 2 1 3

고등학교 15 12 27

중학교 9 8 17

초등학교 14 12 26

자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표 종로 중구 학교현황< > · (2015)

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계획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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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설립 주소 학급수 학생수

종로구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사립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학교 번지7 12 337

서울교동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경운동 번지2 7 120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국립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 31 701

서울독립문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82 21 436

서울매동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필운동 번지32 15 269

서울명신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창신 동3 7-40 19 413

서울세검정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9-4 36 826

서울숭신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숭인 동 번지2 242 15 184

서울재동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가회동 번지210 12 234

서울창신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창신 동 번지1 128 32 681

서울청운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청운동 번지123 30 683

서울혜화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3-1 32 707

서울효제초등학교 공립 서울 종로구 효제동 255-4 20 318

운현초등학교 사립 서울 종로구 운니동 번지114 6 175

중구

동산초등학교 사립 서울 중구 신당 동 번지4 333-579 18 552

리라초등학교 사립 서울 중구 예장동 8 24 604

서울광희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신당동 254 13 252

서울남산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남산동 가 번지2 2 13 204

서울덕수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정동 1-76 20 485

서울봉래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만리동 가 중구 만리동 가 번지2 2 2 16 290

서울신당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신당 동 번지5 161 19 428

서울장충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신당 동 번지2 386 30 674

서울청구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신당 동4 330-2 41 918

서울충무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장충동 가2 173-7 14 290

서울흥인초등학교 공립 서울 중구 신당 동6 292-66 21 432

숭의초등학교 사립 서울 중구 예장동 8-3 18 610

자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표 종로 중구소재 초등학교 현황<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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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 내 완료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에

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정비

기반시설은 총 평 이며 평균 공116,599 (35,337 ) ,㎡

공용지율은 에 이름26.3% .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로 대부분을87,471 (75%)㎡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 주차장17,716 (15.2%),㎡

녹지 기타4,579 (3.9%), 3,438 (2.9%), 3,409㎡ ㎡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확보됨(2.9%) .㎡

제 절9

정비기반시설

구역명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
용지율

사업추진현황지구수( ) 비고
미시행률( )합 계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기타 계 완료 시행 존치 미시행

116,612 87,471 17,716 3,438 4,579 3,409
26.3% 139 79 14 13 33 33%

100.0% 75.0% 15.2% 2.9% 3.9% 2.9%

무교다동 17,628 12,704 3,708 - 1,009 207 18.1% 35 21 2 6 6 34%

을지로 가2 14,911 12,493 1,959 455 4 - 17.3% 14 8 - 4 2 43%

서소문 10,508 9,701 115 - 692 - 13.6% 18 8 2 5 3 44%

양동 9,324 9,200 125 - - - 12.3% 10 6 - 2 2 40%

도렴 12,018 8,429 0 2,686 903 - 19.0% 17 12 1 - 4 24%

세종로 634 604 30 - - - 4.6% 5 2 - - 3 60%

청진 10,696 8,812 1,884 - - - 15.7% 14 8 1 - 5 36%

공평 9,435 7,461 1,404 - - 569 15.3% 10 6 1 1 2 30%

서린 3,662 1,485 1,281 - 896 - 11.5% 13 8 - 3 2 38%

서 서- 1·2 26,458 12,398 2,943 - 445 1,217 22.3% 15 13 - - 2 13%

순화 4,041 1,728 1,439 - - 874 27.4% 2 - 1 - 1 50%

신문로2 10,275 7,635 2,439 - - 201 20.4% 11 7 1 - 3 27%

남대문 5,759 5,212 - - - 547 10.7% 15 8 1 1 5 40%

소공4 655 655 - - - - 3.6% 9 1 - 6 2 89%

장교 1,985 1,908 - - 76 - 12.8% 5 3 1 - 1 20%

명동 4,110 2,400 1,453 258 - - 24.3% 5 2 2 - 1 20%

회현 12,534 9,781 - 494 2,259 - 24.8% 7 5 - 1 1 29%

동자동 14,028 11,599 2,430 - - - 31.6% 6 2 3 1 - 17%

저동 3,364 2,559 805 - - - 23.9% 2 1 1 - - -

중학2 1,016 1,016 - - - - 16.0% 2 1 - - 1 50%

남대문로 가5 5,397 3,790 1,608 - - - 39.2% 1 - 1 - 0 -

자료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내부자료: , 2014.

표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기반시설 현황완료구역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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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 및 특성분석은 년2016 2

월말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개구역67

개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사업추진현황 완료565 ,

지구의 물리적 특성 사업기간 등의 분석을 통해 도,

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도

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임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 및 특성분석을 위해 서울

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내부자료 을 활용하( )

였으며 공간범위를 서울시와 도심부로 구분하여 분,

석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 및 특성분석 항목은 다음

의 표 와 같음< > .

1) 구역지정 및 사업추진현황의 경우 년 월 현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완료지구의 물리적 특성 등 일부 항복에 대해서는 월 말 기준으2016 2 , 2016.7

로 분석하였음.

서울시 도심부

구역지정
현황

연도별 구역지정현황구역수 구역면적( / )
연도별 구역지정 및 사업완료누계( )
구역별 지구지정 현황지구수 구역면적( / )
자치구별 구역지정현황

구역지정
현황

연도별 구역지정현황구역수 구역면적( / )
연도별 구역지정 및 사업완료누계( )
구역별 지구지정 현황지구수 구역면적( / )

사업추진
현황

사업추진현황지구수 시행면적( / )
구역별 사업추진현황
구역별 미시행현황지구수 시행면적( / )
연도별 사업인가 및 완료지구지구수 연면적( / )

사업추진
현황

사업추진현황지구수 시행면적( / )
연도별 사업인가 및 완료지구지구수 연면적( / )
기간별 미시행현황지구수 대지면적( / )

완료지구
특성

완료지구 연도별 구역별 특성/
평균 시행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 / / / /
율 용적률 층수 조경면적 공공용지율 등/ / / / )
용도별 특성 및 시기별 평균 사업기간

완료지구
특성

완료지구 연도별 특성
평균 시행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 / / / /
율 용적률 층수 조경면적 공공용지율 등/ / / / )
용도별 특성 및 시기별 평균 사업기간

표 도시횐경정비사업의 현황 및 특성분석 항목< >

제 절1

현황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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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현황

년 월 현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심2016 2 ,

광역중심 등 개 구역에 개지구 뉴타67 565 (294.8ha,

운 및 균촉지구 제외 가 지정되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년 개 구역 이 지, 1973 10 (36ha)

정되는 등 년대에만 총 개 구역 이1970 28 (131ha)

지정되었고 년대에는 개의 구역 만, 1980~90 2 (7ha)

이 지정되었으나, 년대 들어 개 지구2000 35 (152ha)

가 지정되는 등 구역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사업추진 현황

총 개 구역에 속해 있는 개 지구 가운데67 565

에 이르는 개 지구 만이 사업이42.1% 238 (123.0ha)

완료됨 전체의 에 이르는 개 지구. 5.3% 30 (37.3ha)

에서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에 이르는, 52.6%

개 지구 개 존치지구 포함 는 아직297 (134.4ha, 57 )

도 미시행 상태임.

년대는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인가 건1980 ( 113 ,

완료 건 된 시기이며 년대 들어 다소 침체된84 ) , 1990

양상을 보였으나 년대 들어 높이완화 및 용적, 2000

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임 인가(

건 완료 건90 , 108 ).

전체 개 미시행지구 존치지구 포함 중 구역지정297 ( )

일로부터 년 이상 경과한 미시행지구가 개 지구20 68

로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년대 지정28.3% , 1970

되어 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시행지구가30 25.4%

개 지구 를 차지하고 있음(61 ) .

완료지구 물리적 특성

완료지구의 평균시행면적은 약 이며 평균연4,969 ,㎡

면적은 약 에 달함41,624 .㎡

평균층수는 약 층 평균용적률은 약 이며18 , 649% ,

년 이후 고층고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2000 ․

임 년 이후 평균층수 층이상 평균용적률(2000 20 ,

이상800% ).

완료지구의 평균 총 사업기간은 년으로 구역지18.3 ,

정 인가까지 평균 년 시행인가 완료까지 평균~ 12.8 , ~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역지정에서 사5.5

업인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제 절2

서울시 현황 및 특성

종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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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총 개 구역 에 대해 구역 및 지구지정 현황2016 2 67 (294.8 )㏊

에 대해 분석하였음.

그림 연도별 구역지정 현황구역수< > ( )

그림 연도별 구역지정 현황구역면적< > ( )

구역지정 현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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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역면적(누계) 시행인가면적(누계) 사업완료면적(누계)시행면적(㎡)

연도

2,947,522.3㎡

1,608,094.78㎡

1,230,085.82㎡

그림 연도별 구역지정 및 사업완료 누계< >

그림 구역별 지구지정 현황지구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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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치구별 지구지정 현황지구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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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총 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완료 사업시행 존치2016 2 565 , , ,

사업미시행 등 사업추진현황을 연도별 및 구역별로 분석하였음.

완료

42.1%

시행

5.3%

미시행

42.5%

존치

10.1%

(238지구)

(30지구)

(240지구)

(57지구)

그림 서울시 사업추진현황지구수< > ( )

완료

41.7%

시행

12.7%

미시행

40.7%

존치

4.9%

(1,230,085.8㎡)

(373,457.1㎡)

(1,199,931.1㎡)

(144,048.2㎡)

(1,230,085.8㎡)

(373,457.1㎡)

(1,199,931.1㎡)

(144,048.2㎡)

그림 서울시 사업추진현황시행면적< > ( )

사업추진 현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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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역별 사업추진현황< >

그림 구역별 미시행현황< >



제 장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및 특성분석2 ∙ 83

1
2

1
2

4

9

1

7 7 7

20

32

11 11

2

4

12

4
5

3

1 1

4

2

11

6

1

8

4
3

7

3
2

7

10 10
11

8

3

5
4

5

0

22 2

9

4
5

2

10

13 13
14

10

4
3

5 5
4 4

8

1

4

1

3

7

4
5

1

10 10

8

6

4 4

12

15

2

7

3

9

1

0

5

10

15

20

25

30

35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인가지구수 완료지구수
지구수

연도

그림 연도별 사업인가 및 완료지구 현황지구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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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건축연면적 완료건축연면적
연면적(㎡)

연도

그림 연도별 사업인가 및 완료지구 현황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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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간별 미시행 지구수< >

30년이상

15.97%

(191,632.5㎡)

20~30년

0.56%

(6,676.3㎡)

10~20년

16.89%

(202,669.7㎡)
10년미만

66.58%

(798,952.6㎡)

그림 기간별 미시행 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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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개 지구를 대상으로 면적 밀도 공공시설 등의 연도2016 2 238 , ,

별 구역별 특성과 평균 사업기간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그림 완료지구 평균 대지면적< >

그림 완료지구 평균 시행면적< >

완료지구 물리적 특성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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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평균 건축면적< >

그림 완료지구 평균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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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평균 건축연면적< >

그림 완료지구 평균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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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평균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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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연도별 평균 조경면적< >

그림 완료지구 연도별 평균 공공용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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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용도별 누적면적< >

업무 79%

(971,339.60㎡)

판매근린

(39,259.92㎡)

공동주택 8%

(95,113.50㎡)
숙박 4%

(47,746.70 )

기타 6%

(76,686.08㎡)

그림 완료지구 용도별 면적과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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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시행면적< >

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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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건축면적< >

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건축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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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건폐율< >

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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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료지구 구역별 평균 층수< >

26.2

17.2

12

20.9

12.8

6.6

7.7

6.7

5.1

5.5

0 5 10 15 20 25 30 35

2011~2016년

2001~2010년

1991~2000년

1991년이후

전체기간

지정~인가 인가~완료

총 32.8년

총 18.3년

총 26.0년

총 18.7년

총 24.9년

그림 완료지구 평균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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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현황

년 월 현재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2016 2

역은 개 구역 개 지구 가 지정되어42 (357 ), 135.9ha

있음 사대문 안 도심부에 포함되는 마포로 구역( 4,5

제외).

사업추진 현황

총 개 구역에 속해 있는 개 지구 가운데42 357 45%

에 이르는 개 지구 만이 사업이 완료됨161 (86.4ha) .

전체의 에 이르는 개 지구 에서는 사6% 20 (12.3ha)

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에 이르는 개 지구, 49% 176

개 존치지구 포함 는 아직도 미시행 상(37.1ha, 37 )

태임.

도심부 평균 완료건수는 건 인가건수는 건임4 , 4 .

년대 평균 건의 완료와 건의 인가건수를 보1980 6 8

여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년대에는, 1990

평균 건 미만의 완료와 인가건수를 보여 사업이 침3

체된 양상을 보였으나 년대 들어 평균 건 정, 2000 4

도의 완료와 인가건수가 이루어져 사업이 다소 회복

되는 양상을 보임.

전체 개 미시행지구 중 구역지정일로부터 년139 20

이상 경과한 미시행지구가 개 지구로 를 차지47 34%

하고 있으며 특히 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시행지구, 30

가 개 지구 를 차지하고 있음32%(44 ) .

완료지구 물리적 특성

완료지구의 평균시행면적은 약 이며 평균연5,300 ,㎡

면적은 약 임46,200 .㎡

평균층수는 약 층 평균용적률은 약 로 서울18 , 722%

시 평균 수준이며 년대 후반 이후 고층고밀화, 1990 ․

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임.

도심부 완료된 건축물 중 약 약 만 에 이82%( 71 )㎡

르는 면적은 업무시설로 건축되었으며 판매근린,

공동주택 숙박시설 순으로 업무시설4%, 7%, 5%

위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완료지구의 평균 총 사업기간은 년으로 구역지17.4 ,

정 인가까지 평균 년 시행인가 완료까지 평균~ 12.7 , ~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4.7 .

제 절3

한양도성 도심부 현황 및 특성

종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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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 구역 사대문 안 도심부에 포함되는 마포로 구2016 2 38 ( 4,5

역 제외 에 대해 연도별 구역지정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음) .

그림 도심부 연도별 정비구역 지정구역수< > ( )

그림 도심부 연도별 정비구역지정구역면적< > ( )

구역지정 현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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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연도별 사업구역지정 및 완료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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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총 개 지구 특가구와 마포로 구역 중 사대문안2016 2 357 ( 4,5

도심부 내 지구 포함 를 대상으로 사업완료 사업시행 존치 사업미시행 현황을 연도별 및 구역별로 분석하였) , , ,

음.

완료 45%

(161개소)

시행 6%

(20개소)

미시행 39%

(139개소)

존치 10%

(37개소)

그림 도심부 사업추진현황지구수< > ( )

완료 64%

(864,497㎡)
시행 9%

(123,264㎡)

미시행 19%

(262,819㎡)

존치 8%

(108,375㎡)

그림 도심부 사업추진현황시행면적< > ( )

사업추진 현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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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연도별 사업시행인가 및 완료지구수< > ( )

그림 도심부 연도별 사업시행인가 및 완료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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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32%

(44개소)

20~30년

2%

(3개소)
10~20년

2%

(3개소)

10년미만

64%

(89개소)

그림 도심부 기간별 미시행 현황지구수< > ( )

30년이상

49%

(130,080

㎡)

20~30년

3%

(6,676㎡)

10~20년

13%

(33,644㎡)

10년미만

35%

(92,419㎡)

그림 도심부 기간별 미시행 현황대지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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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개 지구를 대상으로 면적 밀도 공공시설 등의 연도2016 2 161 , ,

별 특성과 평균 사업기간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시행면적< >

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대지면적< >

완료지구 물리적 특성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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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건축면적< >

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건축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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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건폐율< >

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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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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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조경면적< >

그림 도심부 연도별 평균 공공용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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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부 용도별 누적면적< >

업무 82%

(711,718.4㎡)

판매근린 4%

(30,305.8㎡)

공동주택 7%

(60,860.8㎡)

숙박 5%

(39,428.4㎡)

기타 3%

(22,183.8㎡)

그림 도심부 용도별 면적과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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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심< > 부 인가 완료 지구 연도별 건폐율 분포도,

그림 도심부 인가 완료 지구 연도별 용적률 분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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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년

6.1년

12년

18.1년

24.1년

4.7년

2.9년

6.9년

6.7년

3.8년

도심부전체

1981년~1990년

1991년~2000년

2001년~2010년

2011년~2016년

지정~인가 인가~완료

총 17.4년

총 9년

총18.9년

총 24.8년

총 27.9년

그림 도심부 완료지구 평균 사업기간< >

17

17.1

16.3

18.5

17.4

27.5

30.0 20.0 10.0 0.0 10.0 20.0 30.0

인가지구

완료지구

시행중

년
도심외 도심부

그림 도심 도심외 구역지정 인가기간사업인가 완료 진행지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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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설정방향1)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을 설정하고 도3 -7 -12 , 3

심을 국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

다 한양도성지역을 세계적 역사문화 중심지 로. ‘ ’

설정하면서 강남은 국제업무상업 중심지 로 영, ‘ ’ ,

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 로 설정함‘ ’ .․

중심지별 발전방향2)

도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울의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반영하고 글로벌 경쟁

력 강화를 위해 한양도성지역 외에 서울의 대표적인

발전축을 고려한 강남 영등포여의도를 추가 도심, , 3․

체계로 구성하고 개 도심이 특화기능 부여함, 3 .

광역중심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광역중심은 도심의 글로벌 기능을 보완하면서 업무, ,

상업문화 관광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특화된, , R&D,․

광역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균형발

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에 따라 기존의 부도심인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 ,․

암수색 외에 창동상계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총, , ,․ ․ ․

개 지역을 광역중심으로 선정함 광역중심은 권역생7 .

활권별로 개를 선정하지만 생활권별의 규모와 지역1 ,

특성을 고려하여 동북권과 서남권은 개의 광역중심2

을 지정함으로써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함.

제 절1

상위계획 검토

서울도시기본계획1.1 2030

그림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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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생활권별 고용기반 마련 및 자족성 강화:

지역중심은 권역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균형의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

급 및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담당해야 할 개를 설12․

정함.

지역중심의 주요 역할은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

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기존 지역중심지에는 망우 미아 신촌 목동 천호길, , , , ․

동 등이 포함됨 기존 지역중심 중에서 연신내불광. ,․

마포공덕 사당이수 수서문정 등은 기존 중심지의, ,․ ․ ․

개발현황과 향후 잠재력을 반영하여 기존 중심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설정함.

기존 도심이 한양도성으로 명칭과 범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대문 성곽과 연접한 창신동과 황학동 일대를

별도로 동대문 지역중심으로 설정함‘ ’ .

동북권의 특화발전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를 유도하

기 위하여 기존 지구중심인 건대입구 를 성수 준‘ ’

공업지역과 연계하여 성수 지역중심으로 조정함‘ ’ .

지구중심

지구중심은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

에 지정하는 중심지임 지구중심은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필요 시 자치구 주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

음.

생활권계획 운영방향3)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 ,․

연적물리적 환경뿐만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

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 ,

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 ,

적으로 고려하여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 ,

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 등 개 권역으로 구분, , 5 .

권역 대생활권 에는 적게는 개에서 많게는 개의( ) 3 8

자치구를 포괄하고 있는 등 공간범위가 광범위하므

로 필요시 개 이상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단위로, 2

하는 중생활권으로 세분할 수 있음.

생활권의 최소단위인 지역 소생활권 은 자치구의 경( )

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동별 토지이용과 연계

성을 고려하여 생활권계획 수립 시 설정하여 운영함.

그림 생활권 구분 개 권역 및 발전방향 제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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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1)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2030

정하는 한양도성지역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성

격을 가지며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재생, , ․

사업 등 각종 정책수립시 기본지침으로 활용함.

계획의 주요내용2)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 이라는 미래‘ ’

상 아래 대 핵심 이슈별 계획 역사 보행 주거‘5 ’( , , ,

산업 안전친환경 부문 과 공간관리계획 으로 구, ) ‘ ’․

성됨 대 핵심 이슈별 계획 은 도시에 당면한 핵. ‘5 ’

심 문제를 사라지는 역사문화자산 여전히 불편① ②

한 보행환경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낙후 정③ ④

체된 산업기반 홍수화재 등 안전에 위협받는 도심⑤

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 전략과, 15 40

개 실천과제를 담았음.

대핵심 이슈별 계획3) 5

삶의 흔적이 쌓여 역사가 되는 도심 구현①

근현대 건축자산 옛 길 생활유산 등으로 자원의· , ,

확대 관리 및 지역재생에 활용 도모

보행이 편리하고 매력있는 도심 조성②

역사문화의 매력을 걸으면서 보고 즐기도록 각종·

가로물 정비보행연결 강화․

특색있고 살기 편한 도심을 구현③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상업지역 주거공간 확보해· ,

활력 저하 방지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④

귀금속인쇄패션 등 도심특화산업과 전통시장 육성· ․ ․

으로 도심활력 강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조성⑤

한옥 및 목조 밀집주거지 화재대책 지역별 수해대· ,

책 마련 녹지 확보 공간관리계획, ,

그림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체계도< >

역사도심 기본계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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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측지역

매력있는 도심주거지로서 역사문화예술이 삶과 함께․ ․

하는 지역특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내사산의 조망을

확보하고 정주환경을 보호함, .

세종대로 주변지역

육백년 역사와 근현대가 공존하는 중추지역으로 서

울을 대표하는 중심공간 형성을 위해 광화문 일대 역

사성을 회복하고 육조거리 등 역사적 도시구조와 조,

망경관을 회복함.

남산 주변지역

자연 역사 문화 관광 등 자산과 삶이 어우러진 도, , ,

심배후주거지로의 회복을 위해 남산동천 옛물길 복

원 및 구릉지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함.

북촌인사동돈화문로 지역․ ․

역사적 품격과 매력을 살려 서울시민과 주민이 자긍

심을 갖는 역사문화거점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

해 돈화문로 일대 역사성 회복 및 전통산업과 연계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대학로 주변지역

문화예술형 창조산업 등을 육성하는 문화예술거점

조성을 위해 공연문화지구의 재정비를 통해 정체성

을 강화하고 주거문화상업에 대한 균형감 유지함, .․ ․

동대문 주변지역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를 기반으로 창조산업 핵심거점

을 조성하고 패션디자인산업 육성과 대규모 이전 부․

지를 활요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함.

세운상가 주변지역

도심산업 집적지로서 활력과 다양성을 살리는 지역

재생을 통해 도심산업 및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조성

함.

그림 역사도심의 효율적 공간관리를 위한 개 지역별 과제 및 지침 마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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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1)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

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임.

도시재생방향2)

사람 중심 서울이 갖는 정체성 고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살리면서 서울이,

갖는역사 삶의 흔적 등을 담는 재생을 실현함, .

맞춤형 정비

획일적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산업경제자연문화역사자, ․ ․ ․ ․

원 특성을 존중해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함.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

지역재생계획과 실행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주민 자

생력을 높여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 제안 사업, ,

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궁극적 방향임.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을 바꾸는 단기물리적 성과 보․

다는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함 예시 일본.( :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영국 코인스트리트의 사회적기,

업 주동의 도시재생 사례)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사업집중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민간의 투

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 선도함.

제 절2

관련계획 검토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1 2025

그림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 개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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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낙후․

산업지역

사업예시

세운상가일대( )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사업예시

마포석유(

비축기지)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사업예시

코엑스( ~

잠실운동장 일대)

표 도시재생 유형별 사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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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배경1)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을 통해 준공업2009「 」

지역에 대해 최초의 종합적 관리의 틀을 마련한 바

있지만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관리의 패러,

다임 변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의,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식 적용의 필요,

성 등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준공업지역 재「

생과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함.」

계획의 주요내용2)

준공업지역의 전면적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지역별

물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 개 재생방안을 마련함4 .․

산업거점지역

지역중심지로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육성 전략재생형⇒․

적용대상· : 만 이상의 역세권 간선도로 인접지1 ,㎡

등의 대규모 지역

사업방식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 , ,

개발사업 공공참여시( )

주거산업혼재지역

정비대상을 천 이상 부지로 확대 현재 만 이상3 ( 1 )㎡ ㎡

하고 규모별 중소규모 대규모 계획적 관리를 통해, ( / )

산업과 주거 기능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재생 ⇒ 산업

재생형

공장비율 이상 부지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 10% , ,

정비사업

주거기능밀집지역

공장비율 미만인 주거용도가 우세한 지역으로10%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을 확대적용해 직주근접

형 주거공간으로 재생 주거재생형⇒

공장비율 미만 부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 10% , ,

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산업단지

밸리와 온수산업단지는 산업기능 강화를 통하여 일G

자리거점으로 혁신 산업단지 재생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2 2030

그림 준공업지역의 장소단위 맞춤형 재생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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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재생형

재생방향

산업재생형

재생방향

주거재생형

재생방향

표 준공업지역의 유형별 재생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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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1)

서울역 프로젝트 는 크게 서울역고가 재7017「 」 ①

생을 통한 보행환경 획기적 향상 남대문시장 활, ②

성화와 도시재생 촉진 소통 교통 안전 등 문제, , ,③

점 보완해결 세 가지를 담고 있음.․

중점 추진사항2)

서울역고가의 주변 연계발전 유도

서울역 광장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오피스빌딩은· ,

건물주 자발적 참여로 고가와 연결

퇴계로 남대문시장 한양도성까지 연장하고 중림· , ,

동 램프 북부 개발과 연계

고가 시작 끝 보행시간 최대 분 단축하고 한양· ~ 14 ,

도성 내외부도 도보로 연결․

보행환경 기반으로 인근 도시재생 촉진 지원

버스노선의 부활 남대문시장 경유토록하고 조업· , ,

차량오토바이 주차장을 신설․

서울역 일대의 도시재생과 남대문시장 활성화 비·

전을 제시하는 용역 실시 병행

시민소통 강화 교통 대책 교량안전 확보, ,

시민위원회 고가산책단 운영 등의 인적 네트워크· ,

와 주기적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구축

차량통행 보완계획을 수립 주변 도로상황에 대해·

전문가 면밀 분석

전문가 자문에 따라 고가 상부 콘크리트 바닥판 교·

체 기둥 등 보수보강,

서울역 프로젝트2.3 7017

그림 서울역고가 개 보행길 이미지<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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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의 변천과정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년 사대문안1978

도심부가 재개발 지정대상범위로 최초 지정된 이래,

년 마포로 일대 년에는 공간구조 다핵화1979 , 1994

를 위해 청량리와 영등포 부도심까지 확대되었음.

년 용산 부도심이 추가되었으며 년에는2001 , 2005

중심지체계상에 지정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

대되었음.

년에는 지역중심급 이상 중심지 연신내 신촌2010 ( , ,

대림 봉천 와 자치구 요청지역 중 검토기준에 부합, )

하는 영등포 용산 마포 등의 지역들이 확대 지정되, ,

었음.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과 준공업지역 도,

시환경정비사업 시행방안 서울시 방침( ‘07.09.12)

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한

지역 및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우선정비대상구

역 등 지역이 추가 확대되어 왔음.

제 절1

정비예정구역 현황

그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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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의 검토기준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을 위하여 종전 기본계획의 정

비예정구역의 검토방법과 기준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최소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음.

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범역 추출[1 ]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1) , ,

대상으로 추출하였음 용도지역 상향예정지역을.(

포함)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이상 지역에 대2) 2030

하여 역 중심 반경 이내 지역 기초블럭 단500m (

위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추출하였음.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대상범위[ ]

지구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이내의 상업 및 준500m∙

주거 준공업지역,

지구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에 접한 지구단위계500m∙

획구역

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검토[2 ]

단계에서 추출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토지 및 건축1

물 현황을 바탕으로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검토기

준인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에 추가로 신축 건, ,

축물 비율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자생적으로 신축 개발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축 건축물 비율을 고려하여 정비

예정구역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지정검토 기준[ 1]

다음 기준 중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2∙

노후도‑ 년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이상30 30%

과소필지‑ 미만 필지비율 이상150 40%㎡

저밀이용‑ 층 이하 건축물 비율 이상2 50%

지정검토 기준[ 2]

신축 건축물 비율∙

‑ 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이상인 기초블럭단위10 15%
는 제외

위 두 단계를 거쳐 검토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최

소한의 검토기준으로서 이를 만족하는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

지는 않음.

제 절2

정비예정구역 확대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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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요청지역1)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자치구별로 중심지 육성을 위

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였음.

(‘15.6.16 ~‘15.6.26)

서울시 총 개 자치구 중 개 자치구에서 개 지역25 4 5

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다음의,

검토기준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음.

검토기준2)

자치구 요청지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정비예정구역 검, 1)

토 범역 해당 여부 저밀이용 과소필지 노후도, 2) , , ,

신축 건축물 비율 등의 지정검토기준 충족 여부와 더

불어 해당 지역의 중심성 및 경제적 쇠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제 절3

자치구 요청지역 검토

자치구 연번 위 치 면적( )㎡ 용도지역 비 고

영등포구 1 대선제분 부지 일대 71,600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용산구

2 남영동 일대 73,023 일반상업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2

3 삼각맨션 부지 일대 20,860 준주거지역 제 종 종일반주거지역, 2 /3

서대문구 4 충현동 일대 8,384 일반상업지역

광진구 5 군자역 중곡역 일대, 229,676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표 자치구 정비예정구역 요청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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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1.

영등포구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심으로 격상된 영등포여의도 도심의 중심지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정비예정구역 확대 검토- ․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위치 및 면적
위치 영등포구 문래동 가 번지 일대- : 3 9
면적 약- : 71,600㎡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구역
신청사유

도심 중 중심성이 가장 미약하여 도심기능 육성계획 필요- 3
특별계획구역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필요-
노후공장 등이 밀집 지역 쇠퇴가 지속되어 재생방안 모색 필요-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영등포지역은 도심으로 위계가 격상됨- 2030
국제금융중심지로 대규모 업무기능 및 자족형 고밀복합개발 유도-

예정구역
검토범역기준

중심지지구중심 이상 영등포여의도 도심지역에 해당- ( ) : ․
역세권 이내 도심은 계획적 중심지 육성을 위해 역세권범위 기준 제외- (500m ) :
용도지역상업 준공업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 , ) : , ,

기준 충족

예정구역
지정검토기준
가지 이상 만족(2 )

노후도 년이상 이상- (30 30% ) : 92%
과소필지 미만 이상- (150 40% ) : 72%㎡
저밀이용 층이하 이상- (2 50% ) : 89%
신축건축물 비율 년이내 이상 해당없음- (10 15% ) :

기준 충족

그림 대선제분 부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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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2.

용산구 남영동 일대

한강로 서측은 한양도성 도심부 업무기능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확대 검토-

한강로 동측은 근대 도시조직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관련계획에서 개발방향 결정 시 추후 반영여부 검토-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위치 및 면적
위치 용산구 남영동 숙대입구역 일대- :
면적 약- : 73,023㎡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구역
신청사유

사업수단이 없어 장기 미개발 표류로 주민 불편 가중시프트사업불가-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용산지역은 광역중심에 해당- 2030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중남영동 동측지역은 근대 형성된 도시조직을- (
고려한 특성관리 필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정-

근대 도시조직 보존을
고려 한강로변
동측구역

정비예정구역 제외

예정구역
검토범역기준

중심지지구중심 이상 용산 광역중심에 해당- ( ) :
역세권 이내 숙대입구역 남영역 역세권 범위내 해당- (500m ) : ,
용도지역상업 준공업 준주거 상업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 , , ) : , 2

용도지역
상향 전제시
기준 충족

예정구역
지정검토기준
가지 이상 만족(2 )

노후도 년이상 이상- (30 30% ) : 61%
과소필지 미만 이상- (150 40% ) : 82%㎡
저밀이용 층이하 이상- (2 50% ) : 52%
신축건축물 비율 년이내 이상 해당없음- (10 15% ) :

기준 충족

그림 용산 남영동 일대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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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2.

용산구 삼각맨션 부지 일대

한양도성 도심부와 연계하는 개발축 구축 및 한양도성 도심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확대 검토-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위치 및 면적
위치 한강로 가 번지 일대- : 1 231-30
면적 약- : 20,860㎡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구역
신청사유

사업수단이 없어 장기 미개발 표류로 주민 불편 가중시프트사업불가-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용산지역은 광역중심에 해당- 2030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중-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정-

예정구역
검토범역기준

중심지지구중심 이상 용산 광역중심에 해당- ( ) :
역세권 이내 삼각지역 역세권 범위내 해당- (500m ) :
용도지역상업 준공업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 , , ) : , , 23․

용도지역
상향 전제시
기준 충족

예정구역
지정검토기준
가지 이상 만족(2 )

노후도 년이상 이상- (30 30% ) : 67%
과소필지 미만 이상- (150 40% ) : 79%㎡
저밀이용 층이하 이상- (2 50% ) : 48%
신축건축물 비율 년이내 이상 해당없음- (10 15% ) :

기준 충족

그림 용산 삼각맨션 부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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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3.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

서대문역 역세권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고도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확대 기존 마포로 구역 확장 검토- ( 4 )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위치 및 면적
위치 충정로 가 번지 일대- : 2 2-2
면적 약- : 8,384㎡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안( )

예정구역
신청사유

돈의문뉴타운 북아현뉴타운 서대문고가철거 등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 ,
체계적인 개발유도 및 서대문 역세권 기능 강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한양도성 도심과 마포로 구역과 연접하여 위치- 4
충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예정구역
검토범역기준

중심지지구중심 이상 마포로 구역 확장 반영- ( ) : 4
역세권 이내 서대문역 역세권 범위내 해당- (500m ) :
용도지역상업 준공업 준주거 상업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 , , ) : , 3

일부 용도지역
상향 전제시
기준 충족

예정구역
지정검토기준
가지 이상 만족(2 )

노후도 년이상 이상- (30 30% ) : 78%
과소필지 미만 이상- (150 40% ) : 69%㎡
저밀이용 층이하 이상- (2 50% ) : 25%
신축건축물 비율 년이내 이상 해당없음- (10 15% ) :

기준 충족

그림 충현동 일대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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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4.

광징구 군자역 중곡역 일대,

추후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중심지 범역 지구중심 이상 에 포함 시 정비예정구역 검토- ( )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위치 및 면적
위치 광진구 중곡동 번지 일대- : 166
면적 약- : 229,676㎡

군자역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예정구역
신청사유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노후로 낙후되어 도시기능 회복 필요- ,
역세권 주변지역의 급격한 변화 예상-
상업업무기능강화 및 중심지로서 고밀복합개발 유도- ․
의료복합단지와 연계된 지역산업 및 지원시설 유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일부지역 군자역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 ,
종합의료복합 단지 조성공사 착공- (‘13.5)
화양변전소 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 (‘15.5)

예정구역
검토범역기준

중심지지구중심 이상 해당사항 없음- ( ) :
역세권 이내 군자역 중곡역 역세권 범위내 해당- (500m ) : ,
용도지역상업 준공업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 , , ) : , , 23․

기준 미충족

예정구역
지정검토기준
가지 이상 만족(2 )

노후도 년이상 이상- (30 30% ) : 32%
과소필지 미만 이상- (150 40% ) : 42%㎡
저밀이용 층이하 이상- (2 50% ) : 49%
신축건축물 비율 년이내 이상 해당없음- (10 15% ) :

기준 충족

그림 군자역 중곡역 일대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

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

한양도성 도심부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보전하

고 도심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을 해제함

도심특성 유지 필요지역 돈화문로 주변지역 종· : ,

로 가 종로 가 돈화문 주교 등 지역23 , 45 , ,․ ․

지구단위계획 또는 일반 건축으로 관리가능한 지·

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미공병단 부지 국( , ,

립중앙의료원 부지 및 광희동 지역내 정비사업 가

능지역은 제외)

한양도성 도심부 외 지역 정비예정구역 확대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자치구 요청지역 중 예정구역

지정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아래 지역들을 정비예정

구역으로 확대 지정함

영등포구 개소(1 )∙ 7.2ha

용산구 개소(2 )∙ 4.2ha

서대문구 개소(1 )∙ 0.8ha

서울시 정책사항 반영

1)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서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2)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형에 한해3)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자치구 요청지역 중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중심4)

지 지구중심이상 범역에 포함되거나 기중심지범( )

역에 포함된 지역은 상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

역 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제 절4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변 경 대상 지역 사 유

정비예정구역

해제검토 지역( )

익선구역 사직 구역 돈화문로 주변지역 신문, 2 , ,∙

로 가 구역의 덕수궁 주변 일부 지구2

종로 가 종로 가 주교 등 지역2·3 , 4·5 ,∙

도심특성 유지∙

지구단위계획 또는 일반 건축으로 관리가능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가능∙

표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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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정 변경추가 또는 해제( )

도심

한양도성
사대문안( )

∙일부 해제경희궁 운현궁 종묘 탑골공원 주변( , , , ,
남대문시장 주변 조계사 주변 특가구 서울경찰, , ,
청부지 북창동 종로 가동 일부 회현동 남, , 5,6 , ,
산동 일부 등)
∙일부 추가동대문디자인프라자( 주변지역)

∙일부 해제돈화문로 주변지역 종로 가 종로( , 2·3 ,
가 주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4·5 , ,

계획구역 등)
해제검토구역익선구역 사직 구역 신문로 가 구역( , 2 , 2※

의 덕수궁 주변 일부 지구)

영등포 등

∙영등포뉴타운지구
∙경인로변유곽및쪽방밀집지역

좌동

- ∙대선제분 부지 일대 추가

광역
중심

용산

∙용산역 국제빌딩주변 용산공원 남측 전쟁기념~ , ,
관 일대
∙신용산역 북측 용산소방서 남측지역 빗물펌~ ,
프장 주변지역 삼각지역 남측지역 태평양부지, ,
주변지역

좌동

-
∙남영동 일대한강로 서측 추가( )
∙삼각맨션 부지 일대 추가

청량리 등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청량리역 용두동일대( , )
및 제기동 일대

좌동

가산 대림· ∙구로디지털단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일부지역 좌동

지역
중심

마포 등

∙마포로변및충정로 중림동일부,
∙아현동일부지역

좌동

- 충현동 일대 추가∙

신촌
∙마포구 신촌 지역중심 마포 지구단위계획 서대문구· ,
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

좌동

연신내 등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 좌동

봉천
서울대입구역( )

∙봉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 좌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지구중심 이상( )에 포
함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가능

좌동

준공업지역 일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전환 개소(8 )∙
양평 구역- 10, 11, 12, 13
성동구 성수동 가 번지 일원- 2 257-2
양평 구역 당산 구역- 1, 14 , 8

우선정비대상구역 개소(3 )∙
영등포구 문래동 가 번지 일대- 2 2
구로구 신도림동 번지 일대- 293
성동구 성수동 번지 일대- 301-27

일부 해제∙
양평 구역 당산 구역- 1 , 8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
비예정구역으로 의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관10 1∙
련 별표 제 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장< 1> 4
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관련10 1∙
별표 제 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 1> 4
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 적∙
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요건 및 부문별계획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을* ( )「 」
준용하도록 한다.
자치구 요청지역 중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중심지지구중심이상 범역에 포함되거나 기중심지범역에 포함된 지역은 상위계획에 따* ( )
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형 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 적용 시 의제되는 지역의 부분별*
계획은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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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설계의 특징

미국의 도시설계는 년대 교외화에 따른 도심공1960

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수법을 보완하는

역할로 출발함 이는 기존의 광역적 혹은 도시기본계.

획적인 시점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하고 토지이용의 용도를 설정해 조닝제도에 근거해

필지단위로 도시공간을 관리해 오던 당시의 도시 계

획적 수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해줌.

이에 지구레벨에서 경관 역사문화 커뮤니티 참여, ,

등 보다 세심한 도시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면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해 가는 도시설계 수‘ ’

법에 주목하게 됨.

특히 년대 초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설계수1980

법을 본격화해옴 년대 중반이후 년 금융. 1990 2008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약 년간 미국경제의 호10

경기에 힘입어 많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재생전략과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추진됨 소위 도시.

재생과 도시설계의 전성기를 보냈던 시기임 각 지자.

체별로 추진된 도시설계수법의 대부분은 도시중심부

및 기성시가지에서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즉 주민주체의 도시설계라는 현대적 의미의 도시재

생과 도시설계가 전개되고 있음.

최근 들어 도시재생수법으로서 도시설계는 도시 공

간 환경의 미학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기성시가

지의 커뮤니티 재생이라는 물리적 비 물리적 공간,

환경의 통합적 시점을 바탕으로 도시설계 프로세스

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 전략적인 도시설계수법이 전

개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도시설계수법이 단순히.

공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을 유지 관리해 가는 도시디자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을 구축하고 공간 환경의 종합적인 관리수법으로 자

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임 이는 종전의 공공 지자체. ( )

에 의한 도시공간의 창출 및 관리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체의 도시설계수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을 의미함 예를 들면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

체의 도시설계 프로그램으로서 상업지구 개선프로그

램 프로그램 과 전통적 기성시가지 가로경관의(BID )

보전활용을 위한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Main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Street Program) .

이상과 같이 현대 도시계획의 대안으로서 본격화한,

미국의 도시설계는 조닝에 우월한 마스터플랜을 확

립하면서 출발해 다양한 영역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

고 있음.

제 절1

미국

미국 도시설계의 이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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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BID

미국에서 프로그램은 상업 및 업무지구를 활성화BID

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지구 로 지(Special District)

구 내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

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상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

정비를 실시하는 도시설계 프로그램임 지구내부의.

매상 임대료 자산가치의 상승 등에 근거해 부담금, ,

을 지불했던 자산소유자에게 그 이익이 환원되는 선

순환구조의 지속가능한 전략적 도시재생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은 각 주 의 행정체제와 과세방법을BID ( )州

따르며 운영상 세부요소들은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

적으로 특정 상업지역의 경영을 강화하고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정의됨.

의 특징BID

도시재생수법으로서 프로그램의 특징을 정리하BID

면 다음과 같음 첫째 프로그램은 주민이 주체가. , BID

되는 상업지역 활성화 수법임 지구를 재생 및 활성.

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발의로 설정되는 특별지구

의 일종이며 주법에 근거하고 시(Special District)

의회의 승인을 통해 특별지구로 지정됨 프로그. BID

램은 해당 상업지역의 자산소유주들로 구성되고 운

영되며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함 즉 프로그램은 자산소유주들이 부담금의. BID

의무를 다함으로써 지역의 결정사항에 대한 결정권

을 갖게 되고 도시 활성화의 혜택을 경험하는 주민

주체의 도시재생수법임.

둘째 관련법은 운영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BID BID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체계 구축을 보장

함 법의 효력 내에서 는 공공과 민간으로. BID BID

조합된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고 지역 내 자BID

산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충당함 권한의 시행은 운영에 수반될 수 있.

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리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들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셋째 가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BID

다양한 배경 속에서 지역특화전략으로 활용되고 있

음 는 상업지역의 요구에 상응하는 도시설계요. BID

소들을 계획하고 설치하고 정비하며 지역 이벤트를

개최하고 마케팅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이 가

지는 고유한 이미지를 개선 창출하여 상업지역을·

특화해 나가고 있음 특히 프로그램은 지역의 경. BID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분야를 연계 운·

영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보

유한 기존의 공공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재생

의 목표인 사회 문화 경제 도시설계의 종합적 개· · ·

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미국 도시설계 프로그램1.2

의 개념 및 특징1)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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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스트리트의 개념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대상은 메인 스트리트 번(

화가 에 접한 지구뿐만 아니라 중심 업무지구)

혹은 경제학(Central Business District or CBD),

적인 상업중심지 와 같이 주요가(commercial core)

로를 포함한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 것이 대부분임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의미하.

는 메인 스트리트 에 대해서는 명확‘ (Main Street)’

한 정의도 없음 다만 여기서 메인스트리트 는 소. ‘ ’

도시나 비교적 작은 도시 마을 의 중심 가로로서 작( )

은 마을 타운 에 상업가로로 명명할 수 있는 주요 가( )

로를 말함 즉 대도시의 대로에 면한 중심상업도로와.

는 다른 성격을 가진 근린상업가로 라고 할 수 있‘ ’

음.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보전 트러스트

이하(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에 의해 지방도시의 중심가로에 입지한 역사NTHP)

적인 상업건물들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시작된 지역 보

존운동의 한 유형임 는 역사적 환경 및 건조. NTHP

물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역사문화

에 대해 장래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음 년 전미 메인스트리트 센터. 1980

이하 가 설(National Main Street Center. NMSC)

립되면서 본격화 되었고 년 현재 개소의, 2009 2,050

지방도시에서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선호되는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임.

메인 스트리트의 운영체계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보전 트러스트

가 관할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 프로(NTHP) ,

그램을 총괄하는 가 내에 특별히 설립NMSC NTHP

되어 있음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지구 차원의.

커뮤니티 단위 재생 수법으로 프로그램 적용 후보지

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는 주 시정/

부 레벨의 관할 주체기관에 신청해야함 와 관. NMSC

할 주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조직은 주 정부 또는 시 정부에 의( ) ( )州 市

해서 최종 승인됨 즉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운영.

체제는 역사적인 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내

셔널 메인스트리트 센터로부터 시작되나 메인스트리

트를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커뮤니티들을 총괄 관리

하는 관할주체 및 실시주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개념 및 운영체계2) (Main Street)

운영 조직 구분 개념 및 특성

미국 역사보전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미국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유산 특히 역사적 건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역사적 환경보전단체

미국 메인스트리트 센터
(National Main Street Center)

내에 설립된 전미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NTHP
총괄하는 하위 조직

관할주체 주 시 정부 조직: ( )/ ( )州 市
(Statewide/Citywide Main Street coordinating Program)

지방자치제에 근거하여 주 또는 시 단위로 다수의 지구(state) (city)
레벨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조직(Neighborhood/local)

실시주체 메인스트리트 조직:
지구 레벨의 커뮤니티 조직으로 프로그램에(Neighborhood/local)

근거하여 재생전략을 책정 실시하는 주체·

표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운영 조직체계< >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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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기반코드의 개념

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도시공간의 질적2000 향상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 내 도시

계획가 도시설계가 건축가들에 의해 도시의 특성과, ,

공간 환경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도시설계수

법으로서 형태기반코드 가 주목받고 있음‘ (FBCs)’ .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발규제수단인 조닝제도가

지나치게 관습적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한·

결과 도시경관관리 거주자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 창,

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데에 기인함 또 토지이.

용에 초점을 둔 조닝제도는 도시공간의 특성을 살린

규제내용이 부족해 공공공간과 건축 디자인이 해당

지구의 특성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음.

도시형태 에 기반을 둔 형태기반코드(Urban Form)

는 년대부터 미국의 도시설계가들에 의(FBCs) 1970

해 조닝제도의 영향으로 파생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

한 해결방안으로 체계적인 물리적 규제수단을 모색

하기 시작했음 도시형태연구자인 크리스토퍼 알렉산.

더가 발표한 장소와 건축물 간의 관계를 설계하기 위

한 물리적 규칙들 이안 맥하그가 제안한 지역이 가,

진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개발패턴 맵핑 툴(mapping

등이 설계코드 개발의 대표적인 선례라 할 수tool)

있음 보다 발전된 형태기반코드 의 사례로는. (FBCs)

년대 초 신규 개발프로젝트에 전통근린지구의1990

공간 환경 형태를 적용하기 위해 개발규제를 도입했

던 전통근린지구개발(TND, Traditional

관련 조례시안 등이Neighborhood Development)

있음.

형태기반코드의 제도적 특징

도시 공간 환경 조성 및 규제수법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발의된 형태기반코드

는 도시설계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FBCs)

징을 가짐.

우선 형태기반코드 는 광역적 도시계획 용도, (FBCs) ,

지역 중심의 토지이용 개별 건축규제에서 간과되었,

던 공도용지 의 디( , public right-of-way)公道用地

자인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됨 공도용지는 보도 조경. ,

시설 등 가로공간을 포함하므로 형태기반코드

의 공도용지 디자인규제는 보행자를 위한 도(FBCs)

시 공간 창출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 형태기반코드 는 건물과 외부공간. (FBCs)

과의 관계 건물의 규모와 형태 블록과 가로유형 및, ,

비율 등을 고려해 도시 공간 규제를 통해 특정 도시

형태를 구현하는 효과적 법적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

음.

도시 공간 형태규제에 대한 형태기반코드 의(FBCs)

접근방법은 마스터플랜 수준의 도시종합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함 마스터플랜은 범위 내 위치한 지역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특성에 따른 용도 규모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안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형태기반

코드 규제계획 의 기초를(FBCs) (regulating plan)

마련함 또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경제상황 등에 따.

라 변화하는 일부 지역과 신규 도시개발 계획 등을

반영하여 규제계획상 도시공간형태의 컨텍스트를 재

설정함으로써 포괄적인 도시 공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함.

형태기반코드 의 개념 및 제도적 특징3) (Foam Based Codes, F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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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년대부터 종합계획 과 도시설계1970 (General Plan)

디자인 마스터플랜 을( ) (Urban Design Mater Plan)

책정하고 도시디자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

인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년대부터 당시 미국, 1980

도시계획시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 도시성장관리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또(Growth Management) .

년에는 다운타운 플랜 을 책1985 (Downtown Plan)

정하는 등 도심부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

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음 한편 도심부 공동화문제, .

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도심부를 대상

으로 도시재개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심( )

부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해 왔음.

종합계획과 지구계획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 법체계는 지역의 종합계획

(General Plan) 조닝제도에 관련한 법령집, (Planning

및 조닝 맵 으로 구성됨 종합계Code) (Zoning Map) .

획의 내용으로는 조닝 용도에 따른 적용 사항 보존, ,

지정 싸인 규제 개발심사 인센티브 조항 개, (sign) , , ,

발권이양 링키지 시책 등에 관한 규(TDR), (linkage)

정 등이 포함됨 또 조닝 맵 에는 법령. (zoning map)

집의 규정들을 도면 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높(map) ‘

이 및 용적조례 와 관련한 지구의 용도 높이 및 크’ ,

기 등에 관한 규제 계획도와 특별용도지구 보존지구, ,

특별 싸인지구의 도면 수변지구에 대한 계획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한편 지구계획은 종합계획의 제 부에 포함되면서 제, 2

부인 계획요소를 지구별로 실현하는 방법을 목적과1

방침으로 정리하고 있음 지구계획은 년 현재. 2007

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10

라 지구의 범위와 지정 내용이 변경됨 지구계획 가.

운데 다운타운 지구계획은 개의 제너럴 플(C-3) 10

랜 중 하나로 도심부에 위치한 지구계획이며 경제적,

중심지구인 금융지구(Financial district), 고급 소매

상점이 집중되어 있는 유니언 스퀘어(Union

개의 역사보존지구 등을 포함함Square), 4 .

도심부 재생 프로젝트

샌프란시스코 도시재생은 세기 초 도시미화운동의20

영향으로 도시정비가 이루어진 이후 년대 도시1950

기반정비를 본격화하기까지의 시기와 이후 년1960

대 도심부 쇠퇴지구 재생시대를 거치게 됨 년. 1970

대 커뮤니티의 참여와 민간 활력을 도입하는 시대,

년대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재생의 시대로1980

구분될 수 있음 여기서는 시대별 특징을 간략하고.

정리하고 년대부터 년대를 거쳐 최근에, 1960 1980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대표적 개의 도심부재생 프로3

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미션 베이 재생프로젝트 년 진(Mission Bay) (1981 -

행 중)

미션 베이 재생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도심부

지구 남측 약 떨어진 곳에 위South of Market 1.6㎞

치한 지구로 옛날 샌프란시스코 항만 선박을 위해,

정박소를 제공하던 항구를 매립한 곳임 철도회사가.

소유한 약 의 미사용 조차장 부지를 복합개발127ha

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임 샌프란시스코 재개발국.

의 주도로 시 수변매립지를 대상으로(SFRA) , 1996

년부터 년까지 새로운 복합개발지역으로 재생2003

시키기 위해 개의 주택을 보존 및 확충하기 위9,000

한 계획이 마련됨 미션 베이지구의 일자리 창출 주. ,

택공급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역들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개발 관리하였음 즉 년, . 1981

부터 년에 걸쳐 사업자 행정 시민 등 다양한 관10 , ,

미국의 도시설계 도시별 사례1.3

샌프란시스코 도심부 도시설계와 재생 프로젝트1) (San Francisco)

그림< > 미션 베이 지구의 위치(Missi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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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독특한 협력체제로 공

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새로

운 근린크러스트를 형성해 새로운 복합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생사례임.

초기 마스터플랜의 계획은 건축가 에 의해 대I.M.Pei

담하고 적극적인 안이 제안되었는데 당시 마스터플

랜은 명쾌한 개념과 시의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야심찬 계획안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

켰음 이러한 대담한 계획에 따른 시민들이 논쟁이.

격화되면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에게 계획안

을 완전 공개하는 개발계획의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한

계기가 됨 이후 여러 차례의 계획안 수정을 거쳐 최.

종적으로는 에 의한 마스터플랜 계획안으로 추SOM

진되게 되었는데 계획프로그램으로는 연면적 약 44

만 의 중층오피스 호의 주택 근린가로와 도, 8,700 ,㎡

시블록으로 구성되고 주요가로에 면해 만 천 의6 9 ㎡

소규모점포가 입지하며 약 의 오픈스페이스와26ha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해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복

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있음.

미션 베이 재생프로젝트의 특징(Mission Bay)

미션 베이 지구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샌

프란시스코의 새로운 주거복합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생프로젝트임 재생프로젝트의 전개에 있.

어서는 마스트플랜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 작성은 이후 많은 도시설계 프로젝트 계획에 시사

점을 주고 있음 년 초부터 시작된 미션 베이. 1980

재생계획 마스터플랜은 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10

서 여러 차례 마스터플랜이 수정 변경되면서 계획프

로세스가 진행됨 특히 행정과 민간사업자 시민이. ,

협의를 통해 지구재생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1980

년대 당시 미국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재

생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함 마스터플랜의 작성. 과 더불

어 제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체계적이며 상세하

게 도시의 각 블록에 대한 계획방향과 기준을 제시하

고 있음 즉 미션 베이 지구가 수변매립지 재생계획.

의 일환으로 주거지구 오픈스페이스 상업지구 등, ,

지구의 각 용도 및 특징에 맞게 균형 있게 개발되고

필지의 용도에 따른 각각 다른 항목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임 특히 블록 내 건축물의.

배치 및 가로 공간 구성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항목,

의 가이드라인 구성으로 도시설계의 다양성과 일관

그림< > 가로벽의 통일성과 다양성그림< >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 건축물 가로 전경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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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로서의,

특수한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와 조화되는

도시 주거지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

고 있는 점이 특징임.

가이드라인 높이기준 가이드라인 복합용도

그림< > 주변 주거블록 전경

그림< > 수변 주거블록 전경그림< > 코너부 타워의 개수 지정을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수변 건축물의 최대 평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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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애틀은 년대 들어 다운타운이 급성장하기 시1980

작했고 도심부의 랜드마크 건물 가운데 하나인 층76

의 콜롬비아 센터 의 건(Columbia Seafirst Center)

설과 함께 절정에 이르게 됨 년에는 건축물의. 1989

높이를 층 이하로 제한하는 시민결의계획30

이 통과되었으며 이법(Citizen's Alternative Plan) (

은 년 폐지됨 이후 년대에서 년대2006 ), 1990 2000

에 걸쳐 도심부 재생이 본격화되어 사우스 레이크 유

니언 지역에 어반 빌리지 개념(South Lake Union)

을 도입해 큰 공원과 새로운 주거 첨단연구와 생산,

관련시설을 유치하는 재생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시애틀 도시설계 시책

시애틀이 속해있는 워싱턴 주 는 년 주( ) 1990 ( )州 州

차원에서 도시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데 주 정부는 도시Act) , , ( )州

성장관리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개의 목표를 명시14

하고 지방정부의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Plan)

고 있음.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개별재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어반 빌리지의 컨텍스트

와 디자인 이슈 등을 통해(Context) (Design Issue)

컨트롤하고 있음 디자인가이드라인은 크게 가지로. 3

구성됨 공동주택 및 상업 빌딩 가이드라인. 1)

(Commercial & MultiFamily Building Guidelines)

은 도심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임 도심부 디자인가이드라인. 2) (Downtown Design

은 도심부 개발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Guidelines)

인을 제시하고 있음 근린 상세 디자인가이드라인. 3)

은 시(Neighborhood Specific Design Guidelines)

전체 혹은 도심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특정지역에

추가로 관련 세부내용을 보충하는 지침으로 커뮤니

티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

도심부 재생 프로젝트

시애틀 도시재생은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과 어반빌리지 전략이라는 큰 틀의 도시 공간plan)

환경 관리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진

행하고 있음 도심부 재생전략의 상위계획으로는 도.

심부 재생전략 이 제안되고 있(Center City Seattle)

는데 살기 좋고 걷기 좋은, ‘24/7 Center City

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심부 활성화 전략을Seattle’

실행하고 있음 도심부 재생전략. (Center City

은 시애틀 도심부와 주변 개의 근린지역을Seattle) 9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임 도심.

부 주변 개의 근린지역은 도심부와 함께 새로운 도9

시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도시중심부는 스마트,

성장 을 통해 세계도시와 경쟁하기(Smart Growth)

위한 경쟁적 우월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도시 스프

롤 현상을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커뮤니티를 실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센트럴 워터프론트 계획

도심부 수변지구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센트럴 워터

프론트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시애틀 도심부와

워트프론트 사이를 양분하고 있는 해안선 고가도로

인 알래스칸 웨이 를 지하터널로 교체(Alaskan way)

해 도심부의 보행자들이 해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도심부에 서로 인접해있.

는 개의 빌리지3 (Bell Town, Commercial Core,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Pioneer Square) ,

내 잠재력이 큰 개의 공공공간 올림픽조각공원3 ( ,

을 함께Pike Place Market, Colman Dock Plaza)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 재생프로젝.

트는 년에 걸쳐 초안 백그라운드 리포2003~2004 (

시애틀 어반빌리지 전략과 도시재생2) (Seattle)

그림< > 알래스칸 웨이 그림< > 개발 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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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공공포럼 세미나 등 이 작성되었고 콘셉트 플랜, , )

년 작성 년 완료 시 의(Concept Plan/ 2005 , 2006 ),

회 토론을 거쳐 해안선 관리프로그램이 제안됨.

년에는 워터프론트 공공영역 계획 부동산 재정2007 ( ,

분석 포함 이 제안되었으며 년 현재 마스터플) 2010

랜을 작성 중에 있는데 뉴욕 하이라인의 설계자인 조

경설계사무소 의 설계팀과 건축가Field Operation

에게 의뢰해 계획안이 작성Diller Scofidio+Renfro

되고 있음.

블루링 재생프로젝트(Blue Ring)

블루링 프로젝트는 시애틀 도심의 오픈스페이스 체

계에 관한 구체적 발전계획임 즉 도심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재생계획으로 기존의 오픈스페이스들을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도

심 내부와 외부의 오픈스페이스들을 이어주기 위해

정부 기업 개발자 거주자 계획가들이 함께 참여하, , , ,

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선 도시중심부.

근린지역 간을 연결하고 오픈스페이(Center City)

스 투자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며 도시 공간조직사이

의 공간연결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도시의 주요 어메

니티 공간 공원 마켓 센터 등 을 연결하려고 함 특( , , ) .

히 물을 장소형성요소 로 활용하면서(Placemaker)

도시의 결절점을 재조명하고 중요한 공공경관을 효

율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그림< >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시애틀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픈스페이스를 연계시켜

보행자에게 걷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문화적

어메니티를 가진 장소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임 대표적으로 수변공간 공원 광장 보행. , , ,

가로를 주요거점으로 선정하고 있음 오픈스페이스가.

단순히 광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예를 들면 도시의 주.

요 어메니티 공원 마켓 센터 등 연결을 시도하고( , , )

있는데 시애틀센터 올림픽조각공원 파이크 플레이, , ,

스 마켓 고속도로(Pike Place Market), (Freeway)

공원 등 도시의 주요 어메니티 거점을 오픈스페이스

로 연결함.

한편 보행환경을 고려한 도시 가로회랑(City

그림< > 블루링 프로젝트(Blue R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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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제안해 다양한 가로조망 확보 및Corridor)

가로디자인 계획을 통해 걷고 싶은 환경을 제공함.

예를 들어 가로 페이빙 재료의 일체화 및 연속적인

조명 설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포켓파크 조성 등,

을 포함함.

그림< > 도심부 보행가로 환경

도시가로회랑 계획 가로디자인 계획

그림 도시가로회랑 및 가로디자인 계획예시< > ( )

그린 스트리트 재생프로젝트(Green Streets)

시애틀 도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 스트리트

재생프로젝트는 보행가로의 연계(Green Streets)

를 통해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보행순환을 강화

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린 스트.

리트는 특정한 날 주 시즌의 특정 시간에 유동적으로/ /

휴식공간 이용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린.

스트리트 디자인 요소로는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보,

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넓은 가로 거리시설물,

은 차별화되는 보행 지향적 가로등 표지판 페이빙, , ,

공공예술품 나무 관목 화단 물과 같은 조경 요소, , , , ,

교통완화 장치 좁은 차선 속도방지턱 등 등이 있음( , ) .

그린 스트리트계획은 블루 링 계획과 연계해 공공 보

행통로를 대상으로 활동적인 공간 창출 이를 위해,

가로 계획 시 다양한 설계수법을 활용함 예를 들어.

거리시설물 디자인 포켓파크 설치 및 차량통행 개선, ,

넓은 보행가로와 자전거 도로 계획 등이 포함됨.

그림< > 그린 스트리트 디자인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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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뉴욕시 도시설계는 조닝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별지구제(special district)

를 통해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구

체적인 뉴욕 조닝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에도 널리 널려져 있음.

맨해튼 지구재생

맨해튼은 년대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재생 프1980 ( )

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뉴욕의 조닝제도

틀 속에서 개발공사(UDC : Urban Development

를 중심으로 공공주도에 의Corp. /Port Authority)

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됨 지구별로는.

로어 맨해튼 지구와 미드타운(lower Manhattan)

지구에 복합재생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midtown)

고 최근 수변 지구재생을 위해 별도의(waterfront)

재생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수변공간 재생

을 실시하고 있음.

로어 맨해튼 지구재생

로어 맨해튼 지구는 배터리파크(Lower Manhattan)

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번가(Battery Park City) 42

재생프로젝트 풀톤 스트리트 그리, (Fulton Street),

니치 사우스 지구 미트 패킹(Greenwich South) ,

지구 하이라인 고(Meat Packing) , (The High Line-

가철도 공원화 사업 허드슨 야드), (Hudson Yard)

종합개발 재생 계획 실리콘 어레이( ) , (Silicon Allay)

지구 재생계획 등이 있음 이러한 재생 프로젝트들은.

공공기관의 토지확보 인프라정비 마스터플랜 작성, , ,

사업현상설계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도시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자인컨트롤하( )

면서 통합적 체계적으로 도시의 공간 환경을 관리,

재생하고 있음.

미드타운 지구 의 경우 미드타운(Midtown District)

지구계획 에 근거해 민간부문 재생프로젝트(Zoning)

를 계획적으로 규제 유도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빌딩 등 있City Corp. , AT &T, Worldwide Plaza

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미드타운 특별지역제 등(Special District)

조닝제도 규제 아래 체계적인 도시설계수법을 통해

재생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뉴욕 맨해튼 지구별 계획과 수변공간 재생3) (New York)

종전의 플톤 스트리트 현장 공사중 년(2010 )

그림< > 건물파사드 및 상점 전면 복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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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 맨해튼 지구재생계획

년1993 책정된 로어 맨해튼계획은 이전의 년1966

로어 맨해튼 계획에서 간과했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

새로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계획임 로.

어 맨해튼지구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생기 있는 지구로 재생하기 위한

지구 마스터플랜적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구재생의 전개를 표방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뉴욕 도시계획국이 마스터플.

랜 책정을 주도하고 시 경제개발 공사, (NYC

와 적극적으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로 협력하면서 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

간개발부문인 다운타운 로어 맨해튼 조합

이 계(Downtown-Lower Manhattan Association)

획책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하고 있음 로어.

맨해튼 계획은 부로 구성되는데 경제부분 물리적3 , /

재생부분 교통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사례 풀톤 스트리트 재생1 : (Fulton Street)

세계무역센터 와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를(WFC)

연결하는 풀톤 스트리트는 많은 소규모 상업시설이

밀집해있는 로어 맨해튼의 상업 관광 메인스트리트,

임 그러나 현재 동서 워터프론트를 연결하는 연결축.

이 좁고 오래되어 낙후된 가로기반시설들이 형성되

어 있어 가로재생을 통한 지구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임 뉴욕 도시계획국과 교통국 등은 로어 맨해튼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가로 개선 및

도시 기반설비 개선과 가로 내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제공 상가건물의 파사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

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2010 .

사례 배터리파크 시티2 : (Battery Park City)

배터리파크 시티의 개발은 뉴욕시 로어 맨하탄

서측의 허드슨강을 따라 형성된(Lower Manhattan)

약 에이커의 매립지에 약 만평의 오피스와 만92 16 1

천여 세대의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

되었다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과정은 년 계. 1968

획안 작성에서 시작되었음 또 년 개정된 마스. 1979

터플랜이 작성되면서 도시개발계획과 도시설계의 패

러다임이 도입되었음 특히 년대 이후 점차 도. 1960

시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도시 마스

터플랜이 세심하게 수정 보완되었고 도시 마스터플,

랜에 근거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음.

배터리 파크 시티 는 로어 맨해(Battery Park City)

튼 지역 재생계획에 따라 국제 금융 및 업무 중심지

구인 로어 맨해튼의 업무기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뉴

욕 수변지역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생프로젝트임 공.

간적으로 로어 맨해튼 국제금융센터 와 금융(WTC)

지구는 월스트리트 등의 금융업무 중심지와 바로 접

해 있어 도심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 및 상업 여가,

적 기능을 분담하는 배후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지.

가로벽 연속성 확보지침 블록건축지침

그림< > 배터리파크시티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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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에서는 간선도로 에 의해 중심업무(Route 9A)

지구와 분리되어 있어 지구 재생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재생계획의 목표였음.

배터리파크시티는 년 기본계획인1979 ‘Battery

Park City Draft Summary Report And 1979

을 통해 현재의 형태가 마련되었음Master Plan’ .

기존도심의 블록형태와 가로 체계를 받아들여 도심

과 단절된 개별적 지구개발이 아닌 하나의 일체화된

도시로서 도시공간 디자인을 목표로 하였음 이와 함.

께 수변으로의 개방성과 연결성 도모를 위한 수변 산

책로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심과 재생지구를 단절 시

키는 간선도로 를 극복하기 위해 간선도(Route 9A)

로에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행친화적 가로를 만들

고 도심과 수변지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스카이,

워크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밖에 수변에 개방적 녹.

지축으로 공공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도입 및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서 연중

사람들을 수변공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이와 같이 배터리파크시티 개발은 단순한 수변공간

재생의 차원을 넘어 도시형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인접하는 주변도심지구 와 월스트리트 지구 의(WTC )

형태 및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

간계획부터 보행연결 도모와 지구 내에 방문객을 끌

어들이기 위한 거점 시설프로그램까지 워터프론트

개발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다앙한 도시설계 수법

전반을 다루고 있음.

배터리파크 시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택지와 주

변지역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로시스템

구성을 바롯해 새로운 주택지가 형태적 맥락적으로

통합되도록 가구블록계획 블록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지별 가이드라인 포함 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가( ) .

로와 외부공간 관계형성에 있어 워터프론트에 입지

한 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간과의 연계 가로블,

록을 구성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공간을 최대한 공,

공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보

행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또 건축차.

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로어 맨하탄 지구경

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축형태 디자인의 디테일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즉 로어 맨하탄 주변 기성시가지와의 시각적 연속성

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및 필지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에 의한 상세한 디자인컨트롤을 통해 도시적 컨텍스

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 배터리파크 시티 지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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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설계 시스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도시계획체계와 일체적으로 연계된 미국의 도시설계

는 도시기본계획인 또는‘General Plan’

등의 계획 내에 부문계획‘Comprehensive Plan’

으로 이 수립됨 한‘Urban Design Master Plan’ .

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도시경관계획 도시디, ,

자인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규제의 담보성 등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음.

미국의 도시설계 마스터플랜(Urban Desin Master

에서는 특정 지역 및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Plan)

역 지구 의 미래상 목표 등 공간환경의 명확한 상을( ) ,

설정함 따라서 도시설계 관련 계획은 비전. (Vision)

과 목표 그리고 정책 을 제시하고 그(Goal) (Policy)

에 따른 규제유도 계획은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별 도시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시설계

시책을 운용함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에서는 도시설.

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디자인가,

이드라인 공공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설계를 실현,

하고 있음 반면 뉴욕에서는 강력한 조닝제도를 바탕.

으로 공공이 민간프로젝트를 컨트롤 하면서 특별지

구와 인세티브 제도를 통해 유연한 공간환경을 창출

하고 있음 밀워크와 세인트폴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

과 지구계획에 근거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공 촉매프로젝트를 통해 민간과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미니애폴리스나 포틀랜드는 도시기본계획에 근.

거해 지구별 상세계획을 통한 도시설계수법을 전개

하는 점이 특징임.

참고문헌 이정형 미국의 도시설계와 도시재생 승재헌: , , ,『 』 2013,
48-49, 57, 64-65, 81-83, 104-105, 107-108, 132-133, 143, 157-166,

175-176, 180, 189, 191-194, 214-217, 227-233, 378.

시사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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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이해

영국 도시계획 체계는 산업혁명과 함께 물리적 경·

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 도· .

시재생 정책이 도시계획이 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

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 도시재생 정책 또한,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음 도시재생 정책의 제도적 바탕이 된 영국.

도시계획 체계는 여러 도시재생 정책의 배경과 골격

이 되어왔음 영국 도시재생 정책은 영국 도시계획.

체계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경험한 도시계획 체계①

의 역사적 변천 도시계획 체계의 구조적 변화, ,② ③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핵심인 개발계획

의 변화 도시계획 체계의(Development Plan) , ④

공간적 적용 위계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음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변천 과정은 다음의 가지 차원의9

도시계획 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이해를 통해 알

수 있음.

1. 도시재생 정책의 태동기인 세기 도시계획 개념19

형성기

2. 도시재생 정책의 법령적 활동기반을 마련한 최초

의 도시계획 법령

3. 탈산업화에서 비롯된 도시재생 현안의 변화와 도

시계획 체계

4.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년 도1947

시농촌계획법과 도시재생 정책

5. 단 구조의 개발계획체계의 도입과 도시재생 정2

책

6. 대처 정부 의 개발계획체계의 약화(1979-1997)

와 도시재생 정책

7. 블레어 정부의 도시계획 체계의 개혁과 도시재생

정책

8. 보수당 자유당 연합정부의 분권화된 도시계획·

체계와 도시재생 정책

제 절2

영국

도심재개발 제도변천과 최근 동향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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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의 태동기인 세기 도시계획 개념19

형성기

영국의 도시계획 개념의 등장은 세기 산업화 인구19 ,

증가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하였다(Hall, 1996; Rydin, 1993; Greed, 1996;

Cullingworth, 1982; Cullingworth and Nadin,

특히 과밀한 도시 지역의 노동자 주거와 공2002). ,

공위생은 도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였음 이는 영구 도시계획의 시작이 주택과 공공위생.

정책에 집중된 배경이 됨(Cullingworth, 1982,

년과 년 공공보건법령2002). 1848 1875 (The

년 토렌스법령Public Health Act), 1868 (The

년 크로스법령Torrens Act), 1875 (The Cross

년 노동자계층주택법령Act), 1890 (The Housing of

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the Working Classes Act)

잘 설명해 주고 있음.

도시재생 차원에서 볼 때 이 시기 도시재생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음 하지만 도시계획 정책차원에서 진. ,

행된 기존의 과밀화된 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 해

결의 시도는 도시재생적인 특징을 많이 보여주었음.

왜냐하면 과밀화된 주거와 공공위생 문제는 기존 정,

주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기 때문임 당시 과. ,

밀한 주거여건 하수처리 문제 석탄 연로의 사용으, ,

로 인한 환경오염 예 런던스모그 템즈 강의 극심( , ),

한 오염과 악취는 현대적 차원의 도시 재생적 현안으

로 인식할 수 있음 즉 비록 도시재생의 개념과 이론. ,

이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세기 초 영국의 도시 특, 19 (

히 런던 가 처한 상황은 도시 재생적 성격의 현안이, )

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태동기로 간주할 수

있음.

도시재생 정책의 법령적 활동기반을 마련한 최초의

도시계획법령

과밀로 인한 주택문제와 공공위생에서 비롯된 영국

도시계획 개념은 년 주택타운계획법령1909 (The

이라는 최초의 도시Housing Town Planning Act)

계획법령을 통해 구체화됨 이 법령은 도시계획프로.

그램 을 통해 도시개발의 질적(Planning Schemes)

인 개선을 추구하였음 이 법은 도시계획 절차의. ①

간소화 인구 명 이상의 모든 지방정부는, 20,000②

도시계획프로그램 작성 의무화(Planning Schemes) ,

개발 규제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령적 근거를·③

마련하였음 하지만 현대 도시계획체계와 비교해 보. ,

았을 때 아주 미약한 수준이었다(Cullingworth &

왜냐하면 법령의 많은 부분이 여전Nadin, 2002). ,

히 주택문제와 공공위생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이 시기는 도시계획 차원의 최초의 법령적 기틀을 마

련하였지만 여전히 주택문제와 공공위생 영역에 한,

정되어 있었으며 도시재생 차원의 개념적 확립도 같

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

과밀로 인한 도시문제를 인구 규모적 차원에서 도시

계획프로그램 을 통해 접근한(Planning Schemes)

점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개념이 시도됨이

고 볼 수 있음.

탈산업화에서 비롯된 도시재생 현안의 분화와 도시

계획 체계

영국은 차 대전 전후 북부 산업도시들의 경제침체2

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와 탈도시화를 경험하였음.

이 시기의 고도화된 산업자본주 국가인 영국의 도시

문제는 도시 과밀화로 인한 정주환경과 보건위생 문

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 경제침체와 연관된 실업. ,

탈도시화 도시공동화 범죄문제 무분별한 도시 확산, , ,

과 개발 등 새로운 차원의 도시문제가 등장하였음.

이러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듯 년 도시계획법, 1925

은 도시계획에서 주택 문(The Town Planning Act)

제를 분리하였고 년 도시농촌계획법1932 (The

은 도시계획의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적용범위를 개발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타입의 토지

까지 확장하였음 하지만 장기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

절차 밀도규제 조닝에 한정된 토지이용계획 이를, · ,

실행하는 조직부서의 역량 부족과 정치적인 권한 또

한 약했음 무엇보다도 당시의 경제구조는 토지시장. ,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변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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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

했음 이 시기는 여전히 도시계획을 기술적인 디자인.

과정으로 보았고 정치 경제적 현안과 연관시키지·

못했음 그리고 도시계획프로그램. (Planning

은 여전히 토지이용규제의 주요수단으로Schemes)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비유동성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개발업자가 도시계획의 핵심에 있었

던 시기였다(Davies, 1999).

도시재생 차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물리적 차원의,

도시문제에 경제적 차원과 연관된 도시 침체가 심화

된 시기였음 이런 문제점은 인식하였지만 이에 대. ,

한 뚜렷한 도시재생 차원의 접근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음 이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 자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

임 도시계획 체계 속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점.

을 감안 할 때 도시재생 정책 또한 제도적 장치를 전,

혀 갖지 못한 시기였음 또한 이때까지 지자체는 개.

발행위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대한 조직적 정치적·

인 역량이 개발업자의 역량을 넘어서지 못한 시기였

음 이는 도시재생 차원의 개념과 접근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의 하나임.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년 도1947

시농촌계획법과 도시재생 정책

현재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골격과 근간은 년1947

도시농촌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에 기초하고 있음Act) (Greed, 1996; Davies,

이 법령은 현재의 토지이용과 개발규제에 대1999).

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리고 년과 년 새. 2004 2010

로운 도시계획 체계의 도입까지 약 년 동안 영국50

도시계획 체계의 골격이 되어왔다(Cullingworth,

이 시기는 전후1997, 1999, 2002; Greed, 1996).

재개발과 년대 경제공황의 후유증이 공존했던1930

시기였음 영국 내 도시간의 격차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음 물리적 경제적 환경과 연계된 자본주의.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도시계획 체계 정비

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였음 이전 도시계획 법령은.

주택과 보건위생에 집중 정치 경제적 문맥과·① ②

의 괴리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역량과 유동성의 문③

제점이 있었음 이는 전후 재건설 붐 탈도시화 지역. , ,

불균형 발전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부합하, ·

는 개발규제와 토지이용계획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

을 겪었음 차 대전 전후의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 2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특히. ,

년 발로우보고서 는 과밀한1940 (Barlow Report) ①

도시문제 지역의 불균형 발전 전후 재건설을② ③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계획 체계 확립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음 이를 위한 일환으로 중앙도시계. , ④

획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음 아베크롬비.

는 년 대런던플랜(Abercrombie) 1945 (Greater

의 작성을 통해 메트로폴리탄이 겪고London Plan)

있는 탈도시화 개발규제 재개발 런던 내 도시권의, , ,

균형발전 등의 시급한 현안을 제시하였음 이 보고서.

에서의 도시문제의 지적과 정책 제안은 향후 약 50

년간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이 된 년 도시1947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의 바탕이 됨 이 법령은 기존의 도시계획 체1947) .

계의 틀을 넘어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한 법이

됨(Cullingworth, 1997, 1999).

또한 이 법령은 근대 지역계획의 창시자인 패트릭,

게데스 의 조사 분석(Patrick Geddes) (survey)→

계획 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이(analysis) (plan)→

론을 적용하였음 개발계획은 조사보고서와 이를. ①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정책진술서와 제안지② ③

도로 구성됨 (Cullingworth, 1997; Rydin, 1993).

이 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체계는 중앙정부의1947

감독 하에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계획 정책의 중요한

도구였음 그리고 년마다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 5

음 하지만 개발계획 작성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는.

배제됨.

이 년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 확립된 개발계획1947

체계는 향후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이 되면서 개

발행위 토지이용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법률적 절, ,

차를 정하는 바탕이 됨 또한 이 시기 작성된 대런던. ,



156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자료집_∙

플랜은 런던전체 문맥에서 교외화 규제 재개발 지, , ,

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음 이 년. 1947

도시농촌계획법은 년대와 년대 다양한 도시재60 70

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개발계획체계 속에

서 확립하였음 또한 대런던플랜은 지엽적인 도시문. ,

제를 벗어나 광역차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불균형

과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시 재생적 차원에서 접

근하였음 런던플랜은 도시문제에 있어서 기존 도시.

의 침체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 ·

해 광역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의 전환점이 됨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차원.

의 도시 재생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음.

단 구조의 개발계획 체계의 도입과 도시재생 정2

책

영국은 년대 말과 년대 경제적 사회적으1950 1960 ·

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음 경제발전 고용창출 인. , ,

구증가 생활여건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재 개발 신, ( ) ,

도시건설이 왕성히 진행됨 이러한 급(Rydin, 1993).

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년 도시농촌· 1947

계획법에 따라 확립된 개발계획 체계는 당시의 시대

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음 년 도. 1965

시계획자문그룹 은 개발(Planning Advisory Group)

계획의 미래(The Future of Development Plans)

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년 도시계획 법령의 한계, 1947

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차원의 도시계획 체계

를 모색하였음 이는 년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 1968

구체화됨 이 도시계획법령은 년 도시농촌계획. 1947

법의 비유동성과 번거로운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

였음 그리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공참여를 유도하.

고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예방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지향하였음 년 도시농촌계획법은 카운티. 1968

에서 세우는 기본계획 과(county) (Structure Plan)

지역 의 지자체가 세우는 지역계획(local) (Local

으로 구성된 단 구조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립Plan) 2

하였음 동시에 목표 지향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도. ,

시계획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컴퓨터 기술을 도. ,

시계획에 적용하였음 이 법령은 년 집권한 노. 1997

동당 정부가 년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의 도입과2004

년 집권한 보수당 자유당 연합정부의 도시계2010 ·

획 체계의 개편 전까지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 초석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단 구조의. , 2

개발계획은 작성 과정에서 카운티와 지자체와의 충

돌 그리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사이 정책의 우선순

위와 상충된 정책들은 문제점으로 등장하였음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계획안,

이 제안됨 이 안을 통(Development Plan Scheme) .

해 지방정부가 지역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카운

티의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

도록 하였고 지역계획은 카운티의 기본계획과 일치,

한다는 정합성의 검토 후(Certificate of

채택됨Conformity) .

이 시기는 이전 도시농촌계획법과는 달리 공공의 참

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열람과 공공참

여 과정을 도입하였(Examination in Public-EIP)

음 지방정부가 작성하는 지역계획 은. (Local Plan)

기본계획에 나타난 전략적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 개,

발행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략적 방향성을 구체,

화한 제한지도 로 구성됨 지역계획(proposal map) .

은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내용을 상세히 표현한 일①

반계획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의 실행(General Plan),

을 위한 지역실행계획 그린(Action Area Plans),②

벨트와 광물자원과 같은 특정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주제별 계획 으로 구성됨(Subject Plans) .③

도시재생 정책 차원에서 볼 때 단 구조의 도시계획, 2

체계가 확립되는 시기는 차 대전이후 경제발전과2

함께 진행된 신도시 건설이 왕성한 시기였음 또한.

영국의 기와 기 신도시 건설이 년대 말까지2 3 1960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이 시기의 영국 도시정책은.

많은 부분 재생사업이나 재건설보다는 신도시 건설

에 집중된 시기였음 동시에 탈산업화와 탈도시화가. ,

시작되어 도심 쇠퇴와 침체 문제가 함께 등장한 시기

였음 탈도시화와 탈산업화로 야기된 버려지고 쇠퇴.

된 도심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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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당시에는 없었으므로 엄격하게는 재개발이라

는 용어가 더 적합함 차원에서 시도하였음 이와 함) .

께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현재의 도시재생 계획과 도,

시계획 체계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

장하고 있는 커뮤니티 참여의 성격을 가진 공공참여

를 도입하였음 이는 향후(Examination in Public) .

도시계획 작성 과정이나 도시재생 사업 실행 과정에

서 대상 지역의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심사를 반영하

는 바탕을 마련하였음.

대처 정부의 개발계획 체계의 약화 시기와 도시재

생 정책(1979-1997)

보수당인 대처와 메이저 정부가 집권한 년에서1979

년 기간 동안은 개발계획 체계가 가장 약화된1997

시대였음 이 배경에는 대처 정부의 시장중심적인 정.

치 경제 논리에 기인하였음 신 우익· . (New Right)

철학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Thornley,

의 장점을 신봉하고1993 quoted in Davies, 1999)

경제발전을 위해 민영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또.

한 정부의 지출과 활동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

하였음 이러한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은 기존. ·

복지국가 이념에 도전을 주었음 동시에 기존 도시. ,

계획 관련 정부조직과 도시계획 체계의 운영에 있어

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

첫째 기존 기본계획이 다루는 범위를 축소하였고 토,

지이용 계획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축소하였

음.

둘째 년 지방정부도시계획및토지법령, 1980 (The

을 통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해 개발계획의 준비 과정에서 사전조사 필요성을 줄,

이고 지역계획 은 기본계획(Local Plan) (Structure

의 동의를 얻기 전에 채택 가능하도록 하였음Plan) .

그리고 지자체의 개발규제 권한을 제한하였음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논리에 입각한 개발논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시킨 결과를 가져

왔음 즉 기존 도시계획의 권한과 위상을 약화시키. ,

고 도시계획을 토지이용계획에만 한정시켜 도시계획

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였음 이는 도· · .

시계획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

래했음.

셋째 일반개발법령, (General Development Order)

과 용도분류법령 의 변경으로 지(Use Class Order)

방정부의 개발과 통제 권한을 약화시켰음.

넷째 년 작성된 개발계획의미래, 1986 (The Future

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정of Development Plan)

책 범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간의 관계 도시계획, ,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였음.

다섯째 년 지방정부법령, 1985 (Local Government

을 통해 잉글랜드 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카운Act)

티를 폐지하고 메트로폴리탄 카운티안의 자치구들은

기존의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통합한 단일개발계획

을 도입하였음(Unitary Development Plan: UDP) .

여섯째 대처 정부 집권동안 가장 큰 변화는 도시개,

발공사 주도의(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개발방식으로 인한 기존 도시계획 체계 위상의 약화

였음 도시개발공사는 전적인 개발규제 통제 권한. ,

자치구 계획의 규제를 벗어난 개발 권한 택지개발,

권한 국유지 개발 권한과 같은 강력한 특권을 행사,

했음.

마지막으로는 심각한 산업유휴지 의 재, (brownfield)

개발을 위해 엔터프라이즈존 과(Enterprise Zone)

단일도시계획존 을 지정(Simplified Planning Zone)

하여 세제혜택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을

장려하였음 이들 지역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도시계획법령과 개발규제로부터 자유

로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대처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도시 재개발을 장려하였음 이 배경에는 도시.

계획 체계의 개발규제가 경제 발전과 부의 창출을 막

는 부정적인 역할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었음.

도시재생 차원에서 볼 때 대처 정부의 집권 동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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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조의 변화로 버려진 대규모의 산업유휴지에 대

한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시기였음 특히. ,

시장을 중시하고 민간위주의 개발을 장려하여 지자

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약화시키고 도시 계획적 특권,

을 가진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대규모의 개발 엔터프,

라이즈존과 같은 특혜 지역의 설정을 통해 강력한 도

시 재개발 혹은 재생사업 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시( )

기였음 하지만 시장자본주의와 민간 이익 중심의. ,

개발방식은 주변의 사회적 문맥과 커뮤니티를 무시

하였음 그리고 개발 이익이 주변 커뮤니티에 환원되.

지 못한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됨 또한 개발 과정에.

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많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 시기였음.

블레어 정부의 도시계획 체계 개혁과 도시재생 정

책(1997-2010)

년 장기간의 대처 정부의 집권을 종식시키고 집1997

권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현

대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 이는 년 발. 2001

표된 도시계획녹서 인 도시(Planning Green Paper)

계획의 근본적 개혁의 실현(Planning: Delivering a

의 출간을 통해 잉글랜드 도Fundamental Change)

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시도하였음 도시계획.

체계의 개혁은 년 월 도시계획과강제수용법2004 12

령 을(The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통해 구체화하였음.

이 도시계획 체계의 개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첫째 기본 도시계획 체계가 새로운 비전. ,

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규제와 통제 중

심적이며 사전 예방적이지 못한 점 둘째 기존의 조. ,

닝중심 토지이용계획에 한정된 토지자본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사회 복지 문화 교육 건강 경제· · · · ·

차원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효

율적통합도시계획 개념의 도입(Spatial Planning) .

셋째 친환경적인 커뮤니티 건설 자연환경과 개발의, ,

조화 양질의 공간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

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도시계획 체계에 도입 넷째. ,

도시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

한 도시 계획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점 마지.

막으로 증거중심의 도, (evidence-based planning)

시계획 접근방법을 통해 비현실적이고 재정적인 로

드맵이 없이 목표와 전략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수립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년 도시계획 체계의. 2004

개혁은 공간적 차원과 개발계획의 작성 과정 차원에

서 이루어졌음.

공간적 차원에서는 가지 위계에서 이루어졌음3 . ①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의 도시계획정책을(national)

담은 국가도시계획지침서(Planning Policy

를 국가도시계획정책진술서Guidance) (Planning

로 광역지역 차원에Policy Statement) (regional)②

서는 기존의 광역차원에서 작성되던 광역지역도시계

획지침서 는 광역지역(Regional Planning Guidance)

공간전량 으로 지역(Regional Spatial Strategy) ③

차원에서는 비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자치구에(local)

서 작성되던 지역계획 과 메트로폴리탄(Local Plan)

지역의 자치구에서 작성되던 단일개발계획(Unitary

을 폐지하고 지역개발골격Development Plan)

으로 대체하였(Local Development Framework)

음.

절차적 차원에는 지자체가 자치구계획 작성에 년5

이상 걸리는 개발계획서의 작성과정을 년 내에 작3

성되도록 간소화하고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

는 여러 분야별 도시계획문서(Development Plan

를 분리하여 작성하였음 이를 통해 수Document) . ,

정 보완되어야 할 자치구계획을 부분적 수정을 용·

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도시계획 정책이 부응하도

록 하였음.

도시재생 차원에서 볼 때 년 집권한 노동당 정, 1997

부의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는 커뮤니티 참여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음 공간 위계 차원.

에서는 광역 경제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을(region)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고 광역차원의 권역별

계획 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커뮤니(sub-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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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생활권 중심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사업을 유·

도하였음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작. , (local)

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법률적으로 의무화

하여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재생사업을 중요시하였

음 또한 새로운 자치구계획인 지역개발골격. , (Local

의 도입을 통해 변화하Development Framework)

는 시대적 환경과 도시재생 전략의 실행에 용이한 다

양한 도시계획문서들을 별도로 작성하여 예( , Area

특화된 재생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할Action Plan)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함.

보수당 자유당 연합정부의 자율화된 도시계획 체계·

와 도시재생 정책 현재(2010- )

노동당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년 집권한 보2010

수당 자유당 연합정부는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

을 골자로 하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음 현재에도 이 도시계획 체계의 개혁은 진.

행 중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역.

할을 강조한 연합정부는 지역의 커뮤니티가 지역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의사결정에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같은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광역지역개발청. (Regional

의 폐지를 통해 광역차원에Development Agency)

서 이루어지던 도시계획 권한을 지자체에게 양도하

여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음 또한 경제발전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기. ,

존의 광역지역개발청을 폐지하고 지역기업파트너십

을 설립하여 각 지(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자체가 자율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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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시도된 정책 정책의 단계 정부

제 기1
(1946-
1964)

1946 New Town Act

재개발
노동당 정부

1947 Comprehensive Development Areas

1952 Expanded Town Studies
보수당 정부

1964 Deprivation Studies 도심문제 현안의 발견

제 기2
(1967-
1976)

1967
Educational Priority Areas
Old houses into New Homes

도심재개발 정책의 실험 노동당 정부
1968 Urban Programme

1969 General Improvement Areas/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1974 Housing Action Areas/Comprehensive Community Programmes
도시재생(regeneration)
도시갱생(rehabilitation)

보수당 정부

제 기3
(1977-
1978)

1977 Policy for the Inner Cities
진보된
도심재개발 프로그램

노동당 정부
1978

Inner Urban Areas Act: Partnership and
Programme Areas/Industrial Improvement Areas

제 기4
(1979-
1989)

1980 Enterprise Zones
도심재개발 기업

보수당 정부

1981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Land Registers

1982 Urban Development Grants/Training, Education, Employment projects

보조금 중심 도심재개발
민간주도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적 도심재개발

1983 Derelict Land Grant

1985 City Action Teams

1986 Inner Cities Initiative: Task Forces

1987 Urban Regeneration Grant

1988
Action for Cities: Minster for Inner Cities/City Grants/British Urban Development
Company

1988 Safer Cities Project

1989 Annual Review of Inner City Policy

제 기5
(1990-
1996)

1991 City Challenge

민관의 파트너십과
경쟁적 도심재개발 사업

통합적 도심재개발 사업 시
도

1991 City Pride

1992 Private Finance Initiative

1994 Single Regeneration Budget

1994 English Partnerships

1995 Estate Renewal Challenge Fund

제 기6
(1997-
2008)

1997 Social Exclusion Unit

사회적 커뮤니티 중심의
도심재개발 사업
커뮤니티가 도심재개발 과정
에 핵심으로 등장

노동당 정부

1998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1998 Education/Health/Employment Action Zones

1998 New Deal for Community Programmes

1999 Urban Task Force

2000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2001 Neighbourhood Renewal Unit

2001 Urban Policy Unit

2002 Housing Market Renewal Pathfinders

2003 Sustainable Communities Plan

2004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2005 Sustainable Communities: People, Places and Prosperity

표 영국 도심재개발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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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 정책의 실험기간과 중앙정부 중심의 실

행

세기 초반부터 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도심재20 1970

개발 정책은 실현과정에서도 중앙지방정부 비정부,․

기관 커뮤니티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와 역할의,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조율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

이 노출되었으며 그 역할과 지원체계도 중앙정부 중,

심의 수직적인 구조였음.

도시백서로Policy for the Inner Cities'(1977)

본 공공의 역할

년 발간된1977 ’Policy for the Inner

는 최초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조Cities'(1977)

율 중앙정부와 민관정부의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으며 이 시기에 강조된 공공의 역할은 지속적,

이고 일관된 정책의 조율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심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파트너십의 필요성.

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음.

대처정부의 도심재개발 정책 과 공공(1979-1990)

의 역할

대처정부의 도심재개발 정책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중요시 하였으며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재개발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커뮤니티그룹과의

협력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대처 정부의 도심재개발.

정책에서 공공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도심재생정책을

대변하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과의 긴밀한 협

조를 통해 이루어졌음.

노동당 정부의 도심재개발 정책과 공공의 역할

현재(1997- )

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도심이 처한 문제해결1997

을 위해 주민 학계 민간으로 구성된 개의, , 18 Policy

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도심재개발 정Action Team

책 만들기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공,

공 민간 지역커뮤니티 자발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 , , ,

해당사자들간의 협력체계의 모색을 강조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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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 중심상업지구 도심재생 사업의 배경

불링 중심 상업지구 지구는 세기부터 형성된 마켓12

지역이었으며 년대에는 버밍험 시의 쇼핑 중50-60

심지였음 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쇼핑센. 60

터가 조성된 중심상가였으나 년대 불링 쇼핑센터80

는 쇠퇴하였음 이 지역의 에이커에 대한 도시재생. 40

사업이 년대 후반 시작하여 불링 쇼핑센터는90

년 완료됨 개장 첫해 천 백 만 명의 방문객2003 . 3 6

은 침체된 버밍험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됨.

년 개장된 불링 지역은 기존의 도심 역세권2003

과 가로 를 연계(New Street Station) (New Street)

하여 재개발됨.

성공적인 불링 도심상업지구의 활성화는 광역지역의

중심 쇼핑센터가 됨 그리고 버밍험을 새로운 문화. ·

쇼핑 중심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상징.

적인 랜드마크 건축 예 셀프리지 백화점 과 양질의( , )

도시디자인을 바탕으로 조성된 쇼핑센터는 개의140

소매점으로 구성된 백화점 카페 식당이 양질의 공, ,

공공간과 보행로를 따라 조성됨 또한 대의 지. , 3,000

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음 무엇보다도 재생사업 과. ,

정에서 구 불링 역사지구의 보존은 쇼핑과 레저 그리

고 관광을 동반하는 기능을 하였음 특히 불링 지역. ,

의 도로를 지중화한 버밍험 시의 혁신적인 도시 디자

인적 접근은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을 만들었음 보.

행로를 지하로 자동차 통행을 지상으로 조성했던 과

거와는 달리 자동차 통행보다는 보행공간의 질을 중

요시하고 보행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디자인 전

략을 실시하였음.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2.3

버밍험 불링 중심상업지구1) (Bull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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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진행상황 년(2003 )

1896

 빅토리아 시대 후반기부터 상점과 무역지

역으로 성장

 성냥 판매 우산노점상 건조된 꽃 판매, ,

1908

 빅토리아 시대 불링 조성

 넬슨의 동상 설치 공공집회와 설교가들의,

연설장소

 정치적인 집회 장소로 사용

1952

 불링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St. Martin’s

주위는 시민의 공공 모임장소의Church

역할을 함

1954

 불링 와 거Spiceal Street Jamacia Row

리를 따라

 면세 가구점 위치Wheatlands (tax free)

1955
 새로운 도로와 건물 조성으로 노후화된 상

점 정리

1964
 에 의해 년 구 불링Prince of Wales 1964

센터 개장

1966
 년 화재로 마켓 홀 철거1962

 쇼핑센터 옆 조성Manzoni Gardens

1991  세인트마틴교회 보존

2000

 년대 후반 기존 재래시장과 쇼핑센터1990

를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될 쇼핑센터 공사

시작 년 쇼핑센터 일부 오픈. 2000

2003  년 월 전체 쇼핑센터 오픈2003 9

표 불링 도시재생지역의 역사적 변천과정< > 불링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성과

불링 도시재생 사업의 큰 성과는 버밍험의 역사적인

도심 지역을 영국과 유럽의 차원의 광역 쇼핑센터

와 상업지역으로 자리(regional shopping centre)

잡는 계기를 마련한 점임 성공적인 불링 재생사업은.

도심에 쇼핑 관광 레저 거리를 형성하였을 뿐만· ·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

이러한 성과는 도시 재개발분야 건축분야 상업마케, ,

팅과 관리 차원에서 각종 상을 수여받아 주목을 받았

음 불링 쇼핑센터는 개장 첫해 천 백 만 명이 방. 3 6

문하는 상징적 성과뿐만 아니라 도심과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그림 버밍험 도심을 성공적인 광역지역의 중심 쇼핑센터와 월드시티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불링 중심상업지구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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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시상내역

2000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BCSC Marketing Awards 2000

Best use of new media, The Jean-Louis Solal Award 2000

European Marketing Competition,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res (ICSC), Education&Business

IT-Marketing Through the Intranet

Property Awards 2000, Public Sector Achievement of the Year

Winner Birmingham City Council&Hammerson for Bullring–

2001

BCSC Marketing Awards 2001,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Marketing Awards, Becoming More

Effective, Property Advertising, Marketing&Design Awards 2001 (PAMADA)

Awarded to Birmingham Alliance for Bulling

2003

Property Week, The Property Awards 2002, Public Sector Achievement of the Year Award (Awarded to

Birmingham City Council&The Birmingham Alliance), Midlands Insider Magazine, Insider Property Awards

West Midlands 2003, Regeneration Award (awarded to The Birmingham Alliance), Midlands Insider

Magazine, Insider Property awards West Midlands 2003

The Commercial Developer of the Year Award(awarded to The Birmingham Alliance), West Midlands

Construction Forum 2003, Building Excellence Awards, Feature Building

2004

Retail Week Awards 2003, Best Regional Attraction, Effective IT Awards 2004-09-17, The most effective

use of IT in retail, Structural Steel Design Awards, Structural Frame-Selfridges 2004

Plaisterers Award, Fibrous Plastering 2004, Property Awards 2004 Developer of the Year (awarded to

The Birmingham Alliance), Retail Week 2004, Retail Destination of the Year, IPR Awards 2004

Excellence Awards for PR Merit, Property Week Regeneration Awards, Best Commercial Led– –

Regeneration Award 2004, Property Week Retail and Leisure Awards 2004, Best Major New Shopping–

Centre, British Construction Industry Awards 2004, The Regeneration Award, LABC National Built in

Quality Awards 2004, Large Commerci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re Awards

2004, Maxi-marketing awards Media Relations,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re Awards 2004,

Maxi-marketing award Best Opening, Building Today 2004 Regeneration Awards, Best Commercial-led

Regeneration Project, Construction News Quality in Construction Awards 2004, Mc Alpines winner,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2004, Supreme Gold Award, International Lighting Design Awards

Retail/Entertainment: Best Public Toilets, LABC Built in Quality Awards, Special Achievement 2004, ICSC

Jean-Louis Solal Marketing Awards 2004 Consumer Advertising Campaign, ICSC Jean-Louis Solal

Marketing Awards 2004 Best Opening,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Purple Apple

Marketing Award 2004 Overall Marketing Campaign Merit,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Purple Apple Marketing Award 2004 Public/Media Relations Merit,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Purple Apple Marketing Award 004 Best Single Event Merit,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Purple Apple Marketing Award 2004 Best Shopping Centre Opening Merit, The Variety–

Club ‘Props’Awards 2004 Outstanding Development of the Year (awarded to The Birmingham

Alliance), RICS Awards 2004 Regeneration Scheme of the Year,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2004 New Centre Award, British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CSC) 2004 New Centre Award,

BCSC Town Centre Environments 2004 Won in conjunction with BCC, Railway Heritage Trust

Conservation Awards 2004 Conservation Award Moor Street Station, Builder and Engineer Awards–

2004, Retail Project of the Year Bullring Re-development, Design Week 2004 Retail Environments Award

Checkland Kindleysides winner (Bullring),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Premier Award Silver Jubilee–

Cup, Urban Land Institute Awards for Excellence European Award Regeneration Effort by an Entire City–

2004 Global Award Regeneration by and Entire City 2004–

2005
CIPR Pride Awards Consumer Campaign - “Destination Bulling”2005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res Best New Large Centre in Europe 2005

표< > 년 개장한 불링 쇼핑센터 재개발 사례의 시상 내용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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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런던 킹스크로스 역세권은 런던 중심부의 킹스크로

스 와 세인트 판크라스(King’s Cross) (St.Pancras)

역에 위치한 지역임 이 역세권은 캠덴 과. (Camden)

이실링턴 자치구의 경계에 있으나 대부(Isilington)

분의 재생 사업지역은 캠덴 지역에 위치해 있음 이.

지역은 런던플랜이 제시한 중앙활동지역(Central

인 동시에 기회지역Activity Zone) (Opportunity

임Area) .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였음 년 유. 2007

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역사가 기존 세인트 판

크라스 역에 완공되어 유럽과 런던 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역세권으로 주목을 받았

음 년 개통된 이 고속철도 역사는 년까지. 2007 2022

연간 천 백 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게 될 예정임6 3

이는 런던 히드로 국제(Argent St George, 2001).

공항의 승객수송 능력과 비슷한 수준임.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과정과 내용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심재생 사업에 대한 논의는

년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법령1987

을 발표하면서 시작됨 유럽(Channel Tunnel Act) .

대륙과 영국을 연결하는 철도는 승객과 화물 운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철도의 중간역과 종착역의

결정은 중요한 현안이었음 그리고 유럽과 영국의 경.

제 사회 문화 관광에 큰 영향을 주는 계획이었음· · · .

년 런던 도시재생 컨소시엄1989 (London

은 고속철도Regeneration Consortium:LRC)

가 킹스크로스(Channel Tunnel Rail Link: CTRL)

역 지하에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에이커에 해당100

되는 킹스크로스역 재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

였음 그러나 캠덴자치구. (The London Borough of

는 허가하지 않았음 하지만 년 유럽Camden) . , 1994

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런던 종착역이 세인트 판크

라스 역 으로 최종 확정되면서(St Pancras Station)

본격적인 재개발 논의가 시작됨 이는 지방정부 커. ,

뮤니티 런던 시정부 중앙정부간의 협상과 대립으로, ,

이어지는 긴 논의의 시작이었음.

공사는 크게 두 구간으로 이루어졌음 첫 번째CTRL .

구간은 영불해협 에서 포크햄(Channel Tunnel)

이며 년 공사를 시작하여 년(Fawkham) 1998 2003

월 개통됨 두 번째 구간은 엡스플리트9 . (Ebbsfleet)

런던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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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인트 판크라스 역까지 구간이며 년 공사2001

를 시작하여 년 개통됨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2007 .

시재생 지역은 유럽 대륙과 런던 중심부 연결 개의, 6

지하철 노선(Northen, Piccadilly, Victoria, Circle,

탬즈링크Metropolitan, Hammersmith and City),

철도 개의 공항, 4 (Healthrow, Gatwick, Luton,

과의 접근성을 가졌으며 마약과 범죄로 상Stansted)

징되는 역세권을 국제적 역사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었음.

년 정부의 천 백 십 만 파운드의 통합도시1996 3 7 5

재생예산 을 사용하(Single Regeneration Budget)

기 위해 킹스크로스파트너십(King’s Cross

이 조직됨 는 킹스크로스 지Partnership:KCP) . KCP

역의 년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았으며 킹7

스크로스 역세권 반경 마일 내 공공 민간 지역 커2 , ,

뮤니티 자치구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였,

음 동시에 오랜 기간 논의된 계획이 년. , CTRL 1996

교통부 에 의해 최종 승(Department of Transport)

인된 후 런던컨티넨탈철도회사(London Continental

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Railways)

작됨.

복잡한 논의와 협상 그리고 대립의 과정 속에서

년 월 킹스크로스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1997 11 ①

런던컨티넨털철도(London & Continental

캠덴자치구Railways: LCR) (London Borough②

킹스크로스파트너십of Camden) (King’s③

은 킹스크로스의 도시재생 사업Cross Partnership)

의 비전을 담은 전략서 를 발(Emerging Principles)

간했음 이 보고서는 오랜 시간 논의된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심재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

께 년 킹스크로스 역세권 토지의 대부분을 소, 2000

유하고 있는 과 은 아젠트 를 최LCR Excel (Argent)

종 개발업자로 선정했음 년 월 킹스크로스 역. 2001 7

세권 도심재생 사업의 대 원칙인 인간적 도시를10

위한 원칙 이 발간됨(Principle for a Humane City) .

이 전략서는 향후 년간의 복합용도 개발에 대한15

비전을 담았음.

여기에 나타난 재생사업의 주요 방향은 재생사업①

을 통한 광역지역과 국가차원의 경제발전 개발의②

혜택 직장 기술교육 주택 교육 건강복지 을 지역( , , , , )

커뮤니티로 환원 친환경적인 개발과 건축 환경의③

질 향상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가지 원칙을 제10

시하였음.

년 같은 해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2001

가지고 있는 한계 도전 기회를 설명하는, ,

이 발간됨 이 보‘Parameters for Regeneration’ .

고서는 도시계획 정책 공사 지역의 도시재생, CTRL ,

사업 프로그램 보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 ,

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년. 2002

에는 킹스크로스 도심재생사업의 초기 제안과 아이

디어를 담은 도시재생전략(A Framework for

이 발간됨 년 발간된 이 보고서Regeneration) . 2003

그림 세인트 판크라스 와 킹스크로스 역세권의 도시재생이전의 모습 왼쪽 사진과< > (St Pancras) (King’s Cross) ( )

사업이 진행 중인 모습 오른쪽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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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1987

 영불해협고속철도법 통과(Channel Tunnel Act)

 와 과의 논의 시작 에 의한 예비연구Rosehaugh Stanhope BR ; DEGW (pilot study)

 언론 발표

 토지소유자가 개 개발업자 선정 후 개발계획 경쟁4

1988

 개 회사로부터 작성된 마스터플랜 전시BR 2

 에 의해 와 가 개발업자와 건축가로 지정됨BR LRC Foster

 계획의 재고LRC

 자치구에 의한 에 대한 공공컨설팅Camden King’s Cross Exchange

 이 국회에 제출BR King’s Cross Bill

1989

 에 의해 최초로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허가서를 자치구에 제출LRC Camden

 자치구 두 번째로 개최Camden King’s Cross Exchange

 에 의해 출간RLG ‘People or Profit?’

 에 의해 개발계획 수정LRC

1990

 에 의해 위임Martin Clarke KXT

 에 의해 시작RLG “Planning for Real’

 에 의해 세 번째 개발계획 신청LRC

 의 계획을 자치구에 제출KXT Camden

1991

 의 재정문제 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자산 매각Rosehaugh & Stanhope ,

 이 자치구에 제출된 의 개발계획신청서는 의 계획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정 불가LPAC Camden LRC BR

 에 의해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와 도시재생 사업의EC Environment Commissioner KXT CTRL

중지 촉구

 가 에 개발승인에 대한 압력 가중LRC Camden

 가 에 법률적 소송 압력LRC Camden

 개의 개발계획 대안을 자치구에 제출RLG 2 Camden

1993
 정부 설립Union Railway

 의 런던 종착역을 를 거쳐 역을 선호CTRL Stratford St Pancras

1994  루트 최종확정CTRL

1995
 의 루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CTRL St Pancras

 개발주체가 됨London & Continental Railways

1996  프로그램에 의해 만 파운드 보조금 지원 형성SRB 3,750 , King’s Cross Partnership

1997  의 디자인 작업 진행 발간LCR , ‘Emerging Principles’

2001  발간‘Principle for a Humane City’

2002  발간‘A Framework for Regeneration’

2003  발간‘Framework Findings’

2004
 개의 도시계획허가신청서Argent St George 2 , 8 Conservation Area Consent Applications, 31

제출supplementary documents to develop the railway lands

2006  자치구에 킹스크로스 도시재생 사업 승인Camden

2007  영불고속철도 개통(Channel Tunnel Rail Link)

표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과정과 내용 출처< > ( : Michael Edward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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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대한 범위의 컨설팅 내용을 담았음 킹스크로스.

역세권에 대한 년간의 연구 컨설팅 도시계획 디자4 , , ,

인 검토를 바탕으로 년 월 개발업자인 아젠, 2004 5

트 은 에이커의 킹스크로스 역세권, LCR, Excel 67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캠덴과 이실링

톤 자치구에 제출하였으며 년 월 최종적으로2006 3

승인받았음.

이 최종 승인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런던 킹스크로,

스 역세권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속철도①

킹스크로스와 세인트 판크라스 역 그 사이에 위치②

한 에이커의 킹스크로스 센트럴67 (King’s Cross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음Central) .

이 재생 사업은 개발업자인 아젠트 토지 소유자인,

과 에 의해 주도됨 에이커의 킹스크로LCR Excel . 67

스센트럴 재생사업의 내용은 평방미터4,900,000①

의 비즈니스와 고용 공간 전체 호의 새 주1,946②

택 조성 학생을 위한 주택 호텔 쇼핑과 먹③ ④ ⑤

을거리 공간 방문객 문화 커뮤니티 사용공간, ,⑥ ⑦

초등학교 어린이센터 개의 헬스센터 수영장 체, , 2 ,⑧

육시설 실내스포츠 홀을 포함한 복합용도 안이었음, .

전체 재생 사업지역의 퍼센트가 공공공간이며40 , 3

개의 공원 개의 광장 개의 거리가 새롭게 조성, 5 , 20

됨.

킹스크로스와 세인트 판크라스 역세권의 도시재생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커뮤니티① ② ③

개발업자간의 긴 논의 협상 대립의 과정이었음· · .④

또한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 ·

를 겪었음 당시 커뮤니티그룹 컨소시엄인 킹스크로.

그림 킹스크로스 재개발지역 개발업자인 가 제안한 마스터플랜< > Argent St George

출처: Argent St George

1.Pancras Square 2.The Boulevard 3.Granary Square 4.Goods Street 5.Cubitt park

6.Gas Holder Number 8 7.Gas Holder Triplet 8.Coal Drops Yard 9.Fish and Coal Office 10.The Granary

11.The German Gymnasium 12.The Great National Hotel 13.Resident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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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철도토지그룹(King’s Cross Railway Lands

은 아젠트가 작성한 마스터플랜의Group:KCRLG)

합법성에 대해 비판했음 런던시장은 개발업자 아젠.

트가 마스터플랜에 제시한 퍼센트의 서민주택공급34

이 런던플랜이 제시하고 있는 퍼센트에 미치지 못50

하다는 이유로 자치구와 함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했음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해온.

은 재생사업 허가 과정과 년 승인된 킹KCRLG 2006

스크로스 재개발 마스터플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

로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 왔음 그· .

리고 독자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개발의 이

익이 커뮤니티에 최대한 돌아가도록 활동하였음.

커뮤니티 마스터플랜의 특징은 런던플랜과 자치구가

주장하는 퍼센트의 서민주택50 (affordable

조성이었음 동시에 기존 운하 주변의 공housing) . ,

공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음 서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개발업자 런던 시 간의 법률적, , KCRLG

소송도 진행됨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진행되고 있음.

그림 세인트 판크라스 와 킹스크로스 역< > (St Pancras) (King’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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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톨 도심 문화지구 재생사업의 배경

브리스톨 시는 인구 40만 명의 잉글랜드의 남서부에

서 가장 큰 도시이며 영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큰 도

시임 아본 강을 따라 형성된 브리스톨 도시. (Avon)

항구의 기능이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도심 수변과 도

심이 침체를 겪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는 년 브리스톨 도심 전략1998 (Bristol City

을 작성하여 침체된 도심 수변지역Centre Strategy)

의 재생사업을 실시하였음 이 도심재생 사업 전략서.

는 브리스톨 시를 개의 도심근린지구9 (city centre

로 나누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음neighborhood) .

년 브리스톨 시에 의해 작성된 이 전략서는1998

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집행하였음 그1998-2005 .

후 브리스톨 시는 년까지의 도심근린 재2005-2020

생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번째 브리스톨 도심2

전략 을 작성하여(Bristol City Centre Strategy 2)

년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도심재생 사업을 지속1998

적으로 추진하였음 브리스톨 도심재생 사업은 크게.

하버사이드와 올드시티(Harbourside and Old①

브로드메드 템플City) (Broadmead) (Temple)② ③

을 중심으로 진행됨 이 중 지난 약 년간 지속적으. 30

로 진행된 하버사이드와 올드시티는 브리스톨 문화

도심재생 사업의 핵심을 이루어왔음.

하버사이드와 올드시티 도심재생 사업의 과정과 내용

수변으로 둘러싸인 에이커의 하버사이드와 올드시66

티는 브리스톨 도심재생 사업의 중심이 되어왔음.

년 수변을 따라 조성된 빅토리안 시대의 버려진1982

창고를 예술센터로 재활용하면서 문화 도시재생 사

업이 시작됨 이 지역의 도심재생 사업은 이후 약. 30

년간 년과 년 번의 브리스1998-2005 2005-2010 2

톨 도심전략서 를 작(Bristol City Centre Strategy)

성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됨 현재에도 하버사이드와.

올드시티 도심 수변지역에 대한 도심재생 사업은 진

행 중임.

브리스톨 시의 하버사이드와 올드시티 도심재생 사

업은 복합용도 문화시설 중심적 도시디자인① ② ③

중심적인 재생사업을 아본 강변을 따라 진행하였음.

특히 복합용도의 높은 수준의 도시 디자인적 접근은,

도심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음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전략은 쉽게 인지되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Legible City)

행되었음 그리고 수변을 따라 예술센터 공공공간. - -

도심광장 수변로로 연계된 공간은 브리스톨 시의 문-

화관광의 중심이 되었음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창조.

적인 브리스톨 프로그램을 실시하(Creative Bristol)

여 유럽의 문화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였음 이런 노력.

그림 개발이전좌과 개발이후우의 와 도심재개발 지역< > ( ) ( ) Harbourside Old City

자료: Design Control in Bristol 1940-1990 (Punter, 1990), Bristol City Council (2001)

브리스톨 문화지구 도시재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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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년 유럽문화수도 선정 과정에서 영국2008

의 개 후보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올드시티 도심6 .

재생 사업은 새로운 건설보다는 기존의 도심구조와

건물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음.

특히 공공공간 도심광장 가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

도시 디자인적 접근이 이루어짐 또한 양질의 공공. ,

아트는 수변문화시설과 함께 도시 문화 공간 이미지

창출에 바탕을 마련함 특히 도시수변 광장과 올드. ,

시티의 중심에 있는 퀸 광장 을 구심(Queen Square)

점으로 기존의 역사적 도심환경의 보존과 현대적 재

사용을 시도함 이와 관련하여 문화도시 창출과 정체.

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정비형 사(urban renewal)

업이 시행됨.

하버사이드 지역은 년 이 지역(Harbourside) 1993

의 토지 소유주인 브리스톨 시 라티스 부동산회사,

브리티시레일(Lattice Properties), (British Rail),

개발업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버려진 산업유휴지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비롯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은 컨설팅을 거쳐 년 작성됨 이 계획은 브리스1998 .

톨 시 자치구계획의 부가계획문서로 채택되면서 재

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이.

파트너십은 년 헥타르에 대한 도심재생 사1998 26.4

업을 개시하여 년 완료함 하버사이드 도시재생2008 .

사업은 올드시티 서쪽 수변지역을 따라 지난 약 30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이 성공적인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기폭제가

되어 주변의 재생사업에도 파급효과를 주었음 문화. ,

상업 주거지가 함께 조성된 하버플레이스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문화수변 공간을

조성함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하버플레이스 지역은.

문화적 차원의 재생사업이 진행 중임.

특히 문화 레저 비즈니스 지구는 방문객 관광, · · ·

객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심의 문화공간이 됨 또· .

한 하버플레이스 재생사업 과정에서 비어있는 수변,

과 버려진 산업유휴지를 따라 주거지를 조성하여 장

기적으로 더욱더 활력 있는 문화수변 공간을 조성함.

이를 위해 도심으로 접근하는 공공교통 시설을 향상,

시키고 자동차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행 네트워크

를 향상시킴.

그림 브리스톨 시의 개 도심근린지구< > 9

자료: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and Action Plan
(Bristol City Council, 2005)

그림 브리스톨 시 도심재개발 전략의 중심이 되는< >

주요 개의 근린타운지3

자료: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and Action Plan
(Bristol City Counc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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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드 독 문화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살포드 독은 맨체스터 시의(Greater Manchester)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맨체스터의 도심을 가로지르

는 어웰 강 과 연결되어 있는 독과 운(River Irwell)

하 지역임 이 독은 산업혁명 발상지인 맨체스터와.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 년 건설됨 이 독은 당시1894 .

영국에서 번째로 큰 독이었음 이 독과 운하를 통해3 .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맨체스터는 산업과 경제적 발

전을 확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함 차 대전 이후 제. 2

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항,

공수송기술의 발달 화물선의 컨테이너화와 대형화로,

인해 노후화된 독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쇠퇴하기

시작함 영국의 많은 독과 운하처럼 살포드 독은.

년 폐쇄됨 이로 인한 실업은 큰 사회적 문제가1982 .

됨 당시 살포드 독에는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 3,000

며 생계를 이어갔었음.

년 집권한 대처 정부는 살포드 독 지역을 엔터1979

프라이즈존 으로 년 동안 지정(Enterprise Zone) 10

함 이 엔터프라이즈존은 도시계획허가의 간소와. ①

토지개발세의 면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음.② ③

살포드 시는 민간 소유의 토(Ship Canal Company)

지를 매입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재생 사

업의 첫 기초를 마련함 살포드 시는 쇠퇴된 독 주변.

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

해 장기적인 개발골격 을(development framework)

년 작성함 이 과정에서 살포드 시는 주도적인1985 .

역할을 함 첫 단계의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

고 잠재적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 정부차원

에서는 버려진 토지개간보조금(Derelict Land

도시프로그램 유럽연Grant), (Urban Programme),

합광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을 지원함Fund) .

본격적인 살포드 독의 재생사업은 년 이 지역1985

전체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골격이 작성되면서 시작

됨 이 산업유휴지에 대한 년간 장기적인 전략은. 25

주거 상업 문화 미디어 산업으로 구성된 문화 창, , , ·

조 허브로 만드는 것이었음 이 성공의 배경에는 살.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2.3

맨체스터 살포드 독 문화재생사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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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시, 중앙정부 민간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고 합의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장기적 단계적·

인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음 약 년간의 도시. 25

재생 사업 동안 변화하는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 기·

존의 개발원칙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맞는 사

업을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현재의 성과를 냄.

살포드 독 문화도시재생사업의 과정과 내용

년 작성된 살포드독개발전략1985 (Salford Quay

은 도시재생 사업을 가Development Framework) 3

지 차원에서 접근함 첫째는 영국에서 번째로 큰 버. 3

려진 독과 운하를 최대한 활용 둘째는 기존의 열악,

한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셋째는 공공의 접,

근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경관의 조성이었음 개발.

전략은 상업공간 주거공간 레저공간으로 구성된 복, ,

합용도의 개발이었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반인.

살포드독프로젝트 팀(Salford Quays Project

을 현장에 설치하여 공공 민Team)(1985-1995) ,

간 투자자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음.

년 살포드 시는 년의 개발 전략의 원칙과1988 1985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살포드 독의 미래 개발전략을

재검토하였음 특히 살포드 독의 레저 레크리에이. , ·

션 목적의 개발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년 새로운 개발 전략1988

을 작성하(Development Strategy Review 1998)

였음 이 개발전략은 적정 수준의 규모와 밀도의. ①

개발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적용된 외관 재료 경, ,②

관 형성 도시재생이 맨체스터 시의 발전에 기여③

특히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시설 조성에,④

중점을 맞추었음 특히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살포드독행위예술센터

를(Salford Quays Centre for Performing Arts)

제안함 또한 맨체스터 도심과 살포드 독의 접근성. ,

을 높이기 위한 메트로링크 경전철 건설(Metrolink)

계획을 발표함.

이에 따라 년 초 환경부, 1990 (Department of the

산업유휴지개발기금Environment), (Derelict Land

도시프로그램 유럽지Grant), (Urban Programme),

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을 통해 조성된 만 파운드가 공공인프라Fund) 3,500

그림 맨체스터 도심과 살포드 독을 연결하는 경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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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투자되었음 민간 분야는 억 천만 파운드를. 2 5

투자하였음 살포드 독에 대한 초기의 성공적 도시재.

생 사업은 개의 확고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1,000

수변은 지역의 상징적 공공공간이 됨.

초기의 성공적 공공인프라 조성은 살포드 독 문화 중

심 재생 사업의 바탕이 됨 동시에 독의 수변공간이. ,

가지고 있는 문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수상스포

츠 운하 관련 이벤트를 계획함 특히 높은 수준의, . ,

공간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공공인프라 공공공간 민, ,

간 건물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조성됨.

살포드 독이 본격적인 맨체스터 지역의 문화공간으

로 변모한 데에는 공연예술을 위한 살포드 센터①

로리 프(Salford Centre for Performing Arts) ②

로젝트 제국 전쟁 박물관(Lowry Project) ③

과 같은 랜드마크 성격을(Imperial War Museum)

가진 대규모 문화시설이 결정적 역할을 함 이 배경.

에는 상징적인 문화 시설이 경제발전과 관광에 도움

이 된다는 확신에서 비롯됨 이와 함께 수준 높은 도. ,

시디자인 원칙이 함께 적용됨 살포드 센터는. 1989

년 말 타당성 평가를 통해 년 마스터플랜이 작1992

성됨 초기에는 석 석의 두 개의 극장 갤. 1,200 , 400 ,

러리 식당과 레저시설이 계획됨 이후 살포드 센터, .

는 로리 프로젝트로 명명되어 부가적인 시설과 기능

이 첨가됨 년 천 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국가. 1996 6 4

복권 민 관 유럽지역펀드를 통해 조성함 이를 효, · , .

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로리트러스트, (The Lowry

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권한을 위Trust)

임받음 로리 빌딩은 석과 석의 두 개의 오. 1,730 466

디토리움과 함께 갤러리 바 카페 컨퍼런스 접대시, , , ,

설로 구성되었으며 년 개장됨2000 .

로리 빌딩은 개방 첫 해 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

이함 로리 빌딩을 포함한 문화 시설과 함께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양질의 도시디자인을 통한 공공공간이

로리 문화시설과 함께 진행됨 또한 로리 플라자와. ,

주위에 조성된 카페와 가게는 사람들이 즐기고 머무

를 수 있는 상징적 장소성을 창출함 이런 성과를 바.

탕으로 이 지역은 년 영연방 올림픽게임, 2002

마라톤 장소로 이용됨(Commonwealth Games.) .

또한 수변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로리 보행교의,

미적인 디자인은 로리 빌딩과 함께 문화공간의 정체

성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함 이 보행교는 제국전쟁.

그림 살포드 독에 조성된 전쟁박물관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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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수변을 사이에 두고

문화벨트를 조성함.

로리 문화시설과 함께 복합용도의 디자이너 아울렛

쇼핑몰 이 새천년을(Lowry Designer Outlet Mall)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여기에는 다중극장관. ,

소매 레저 호텔 사무공간 주거 식당 주차공간이, , , , , ,

조성됨 이 쇼핑몰은 년 개장되었고 년. 2000 2001 3

백 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냄 이와 함께 년. , 2002

개장된 제국전쟁박물관 은(Imperial War Museum)

마주보고 있는 로리 빌딩과 함께 살포드 독 수변공간

을 문화수변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 그리.

고 살포드 독은 연간 약 백 만 명이 방문하는 수변5

공간으로 변모함.

이 성공을 바탕으로 살포드 도시재생 사업은

년 투자계획을 세움 특히 수변과 연관2005-2015 . ,

된 레저산업 기존 비즈니스 지구의 강화와 조성 국, ,

제 관광유치 살고 싶은 역동성 있는 주거 지구에 대,

한 장기적 전략을 진행하여옴 무엇보다도 현재 영. ,

국공영방송인 의 이전으로 이 지역은 영국의 미BBC

디어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고

있음.

년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시작으로 년까1985 2005

지 억 파운드의 민 관 자본이 투자된 살포드 독 도5 ·

시재생 사업은 연간 백 만 명이 방문하는 맨체스터5

의 지역 센터가 됨 년 년 사이 공공의. 1985 -1996 1

파운드가 민간의 파운드 투자를 유치하는 결과를10

냈으며 약 억 천만 파운드가 투자됨 문화중심 지, 3 4 .

구의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리 프로그

램과 상업지구가 건설된 년 사이에는1996-2005 2

억 천만 파운드가 투자됨5 .

살포드 독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커뮤니

티 문화 활동 이벤트 페스티발을 위한 중심공간이, ,

되고 있음 또한 광역지역의 컨퍼런스와 박람회의. ,

핵심 장소가 됨 이 성공은 년 영연방 올림픽. 2002

경기 의 유치 장소로 상징(Commonwealth Games)

화됨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포드 독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은 재생사업지역 자체를 넘어 맨체스터 시와 광

역 차원에도 영향을 줌 특히 여러 기업의 콜센터의.

유치와 만 평방미터의 기업 사무공간을 유160,000

치하였음 예 그리고 재생사업 지( , BUPA, Orange).

그림 살포드 독 문화공간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로리 빌딩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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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잉글랜드 북서부 광역지역에서 가장 높은 내부

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냄 또한 연간 백 만 명이. , 5

방문하는 살포드 독은 지역의 레저 문화의 핵심 지·

역으로 부상하였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시설의 복. , , ,

합용도 개발은 관광객과 지역의 방문객을 유치함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높였음 년에는. 2002

명의 영구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으10,000

며 년 까지 개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더2012 8,000

창출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진행하여 왔음.

그림 살포드 독을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미디어시티의 모습< > .

영국 공영방송 이전할 예정임B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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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브로드게이트 중심금융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런던 브로드게이트 는 세계 금융의 중심(Broadgate)

지인 시티 오브 런던 의 중심상업지(City of London)

구 에 위치해있음 이 지(Central Business District) .

역은 역사적으로 런던 도시구조 발전의 중심이 되었

던 지역임 연간 약 억 천만 명이 이용하는. 1 4

리버풀 역이 중심상업지구에(British Land, 2005)

위치해 있음 이 역은 년에 조성되었으며. 1874 1

차 차 대전 기간 동안 심한 폭격을 받은 지역임·2 .

년 브로드게이트에 대한 재생사업이 본격적으1985

로 진행되기 이전인 년 침체된 리버풀 역 주변1975

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제안됨 이 계획은 당시 역 주.

변의 세기 네오고딕 사무실 건물 열차 격납고 그19 , ,

레이트 이스턴 호텔 철거를(Great Eastern Hotel)

내용으로 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함.

브로드게이트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된 것은 대처 정부가 집권한 후임 대처.

정부는 년 금융시장의 자유화 를 선1986 (Big Bang)

언하였고 이후 이 지역은 세계의 자본과 기업을 맞이

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환경과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

음 금융자율화 선언 이후 런던 도심에 위치한 스. ①

피탈필드 브로드게이트(Spitalfield) (Broadgate)②

③ 런던월 패터노스터(London Wall) ④

런던 브릿지(Paternoster) (London Bridge)⑤ ⑥

로얄 민트 바비칸 센터(Royal Mint) (Barbican⑦

재생사업의 기폭제가 됨 런던 도클랜드의Centre) .

카나리 와프 지역의 재생사업도 같(Canary Wharf)

은 맥락에서 진행됨 이는 금융 재정 시장의 자유화. ·

로 인한 세계적 기업 유치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

프라 건설의 일환임.

런던 브로드게이트 중심금융지구 도시재생 과정과 내용

브로드게이트 중심상업지구 재생사업은 금융자율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년 완료되었음1991 . ①

국제기업 금융지역의 정체성 창출 정보기술 시· ②

대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사무공간 확보 국제적③

인재의 유치 국제적인 업무 시설의 조성 금④ ⑤

융 재정시장의 자유화에 의해 증가한 사무공간 수·

요 충족이 주목적이었음.

브로드게이트 금융상업지구 도심재생사업은 당시 유

럽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사무공간 개발 사업이었음.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리버풀 역 주변으로 세계의

유수 회사를 수용하기 위한 최고의 오피스 공간과 연

계된 양질의 공공공간과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이었음.

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년 공사가 시작되어1985

개의 사무용 건물이 건설됨 브로드게이트 중심상15 .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2.3

런던 브로드게이트 중심금융지구 도시재생 사업 사례5)

그림 브로드게이트 역세권 마스트플랜< >

자료: British Land(2007), 'Broadgate
and the Beaux arts’ (Rabene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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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지역

은 년 발간된 런던플랜에서 기회지역2004

으로 지정되어 재생사업과 개발(opportunity area)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년 완료된 브. 1991

로드게이트 재생사업 주변 지역에 위치한 클린톤①

거리 쇼디치 비(Clinton Street) (Shoreditch)② ③

숍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에도 개(Bishopgate)

발이 진행 중임 또한 브로드게이트와 연결된 기존. ,

리버풀 역사는 국철 개 지하철 노선 런던의 동서, 4 ,

를 연결하는 크로스레일 이스트 런던 라(Crossrail),

인 확장과 연계되어 월드시티에(East London Line)

걸맞은 중심금융지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년도 주요 내용

1985
 개발업자 Rosehaugh Stanhope & British Land

건설공사 시작

1985

 Broadgate Arena

개의 건물로 둘러싸임- 4

브로드게이트의 사- 회적 문화적 중심공간·

1990
 Exchange House

 미터 고층 사무건물65

1990  Broadwalk House

2000  250 Bishopgate

2001  280 Bishopgate

2004  10 Exchange Square

2005  Bishop Square, Spitalfields

2008

 완공201 Broadgate & Bishopgate Tower

 미터의 층과 층 건물165 36 12

 시티오브런던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사무공간

 평방피트의 유동적 효율적 사무공간800,000 ·

 퍼센트가 건설폐기물을 이용함20

 동일 사무공간보다 퍼센트50 CO 배출 감소

 공사과정에서 퍼센트 인력이 지역에서 고용15

 양질의 공공공간과 건축디자인

표 런던 브로드게이트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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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브로드게이트 중심금융지구 재생사업의 성과

브로드게이트 중심금융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1980

년대 시티오브런던 지역의 도심재개발과 건축 환경

조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함 이는 버려진. ①

역세권의 금융중심지구의 재생사업 런던의 금융②

중심지구를 정보 기술 시대와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걸맞은 업무공간 조성 년 금융시장 자유화에1985③

따른 국제적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적 유동적 업무공간 조성의 실험적인 시도였음· .

이를 위해 미래의 업무공간‘ (the future of the

에 대한 연구가 년 동안 진행되었음workplace)’ 2 .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과 새로운

수요와 패러다임 실험의 적용은 개발업자 건축가, ,

정치가에게 큰 도전이었음.

이런 시도는 원 핀스버리에비뉴 건물(1 Finsbury

을 통해 가시화됨 만 평Avenue, UBA Warburg) . 5

방미터의 공간에 천 백 명의 딜러들을 위한 정보1 6

기술 인프라가 조성됨 활력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건물의 외관디자인은 물론 자동으로 조절되

는 천창과 조명 그리고 오픈된 공간은 딜러들이 안락

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디자인됨 성공적인 디자인과 업무환경은 이후 브로.

드게이트 사무공간 개발에 모델이 됨 이후 사무공간. ,

소매 레저 산업유휴지의 개발 일자리 창출 양질의· , , ,

공간창출 등 여러 분야에 성과를 냈음 이와 함께 브. ,

로드게이트 도심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양질의

공공공간과 공공아트로 조경된 광장인 Broadgate①

Circle Exchange Square Finsbury Avenue② ③

Square Bishopgate Arcade Broadgate④ ⑤

를 개발의 중심에 둔 점은 주목할 만함 이들Plaza .

광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펍 바 소매가게 헬스클, , , ,

럽 호텔 시설들이 위치해 있음 사무공간을 따라 설, .

치된 이런 편의 시설들은 주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

용하여 역세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휴식

과 여유를 제공하는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함.

리버풀 역을 중심으로 한 브로드게이트 중심금융지

구의 도심재생 사업은 공식적으로 년 완료됨1991 .

하지만 이후에 월드시티 런던을 대표하는 금융지구

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짐 년. 2004 ‘10

년 개Exchange Square’, 2005 ‘Spitalfields

그림 년 이후 시티오브런던 지역 사무공간 재개발 지역< >1986 Big Bang

Spitalfield Broadgate London Wall Paternoster London Bridge Royal Mint Barbican Centre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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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년 미터의’, 2008 165 ‘201 Broadgate &

가 완공됨 매년 억 천 명의 승객Bishop Tower’ . 1 4

을 운송하는 리버풀 역은 영국에서 가장 분주(2005)

한 도심역사임 년 크로스레일 역. 2016 (CrossRail)

사가 완공되면 오전 출근시간 이용자가 명이18,000

증가할 예정임 그리고 브로드게이트 내 개의 회. 150

사는 약 명의 고용 창출 백 십만 평방피트30,000 , 4 8

의 사무공간 개의 레저와 소매상을 가지고 있음, 53 .

브로드게이트 지역은 년 동안 약2001-2016

개 년까지는 개의 새로운 일자57,500 , 2026 75,500

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음 현(British Land, 2008).

재 런던플랜은 리버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브로드게

이트 주변 지역을 기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

티오브런던 지방정부의 자치구계(City of London)

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그림 브로드게이트 역세권 개발 이전좌과 이후우 모습< > ( ) ( )

자료: British Lan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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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시재생은 산업혁명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도시정‘

책 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시정책이라는 용어는’ .

년대 등장하여 도시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 다1960

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였음.

도시재생 정책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치①

사회적 대책 도시지역의 주택과 건강문제 사/ , ② ③

회적 환경 향상과 경제발전의 연계 도시의 무분별④

한 성장의 억제 도시정책의 본성과 변화하는 역할⑤

을 다루고 있다고 볼 때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영

국의 산업도시가 처한 주택문제와 공공보건 정책이

시작이었음.

광역적 도시재생과 근린재생 정책의 병행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도의 목표를

두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도.

시재생정책을 진행함으로서 정부의 도시재생 의지와,

방향을 주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은 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 / /

재생을 추구하고 있음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 ‘

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자산 관리와 활’, ‘ ’, ‘

용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공동체 수익 창’, ‘ ’, ‘

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등의 특징’, ‘ ’

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적 인적 제도적 방법적/ / /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재정지원 체계 중심의 지원조직 구성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등SRB, RGF, NDC, NRF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추진주

체가 구축되고 그것을 위한 지원이 만들어지고 다양

한 주체들 공공 민간 주민 관련 단체 등 의 관계가( , , , )

형성됨.

도시재생 정책 실행을 위해 각 주체간 다양한 파

트너십 형성

도시재생 재정지원이나 사업추진에서 관련 주체들

간의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

한 파트너십은 굉장히 유연하고 가변적인 지원조직

으로서 작동함.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 변화

년대 영국의 도시재생 체계가 확립되고1990 1993

년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추진기구인 잉글리시 파트너

십이 설립 년 통합재생예산이 됨, 1994 .

년 후반에는 도시재생정책이 정착되어 적극1990

추진되었으며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

년 보수당 연립정부 수립 후 도시재생 정책은2010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함 중앙정부의 재정부.

담이 커져 재정지원을 축소하고자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을 지자체와 지방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

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변화함.

참고문헌 양도식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국토연구원: , , , 2013,『 』
86-95, 153-156, 183-198, 206-209.

시사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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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개념

년대 근대도시계획의 비판과 반성을 주장한1960

제인 제이콥스 의 도시만들기 이론으로 현대 도‘ ’

시계획이 지향하는 도시 시가지 상은 대변환이 이루( )

어졌음 가로를 중심으로 한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용. ,

도가 혼재된 자연스러운 도시의 다양성 확보 경제논,

리의 도시개발을 극복하는 도시보존 및 재생수법 등

도시공간의 차원적인 공간이미지와 지역사회의 생3

활상 커뮤니티 을 반영하는 도시만들기가 시대적 이( )

슈로 등장한 것임.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의 도시만들기가 추구하는 도시,

의 미래상은 소위 세기형 근대도시계획 의 비‘20 ’

인간성 몰개성적 기능주의적인 도시만들기에 대항, ,

하면서 이러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지 대3

안을 제시하게 됨 우선 지역성 장소성에 부응해 다. , ,

양한 주체의 참여와 창의성을 살리면서 도시경관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생성의 프로세스를 실현해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이는 종전의 개발업자와 행정.

관 중심의 도시만들기에서 지권자협의체 주민 시( ) , ,

민단체 행정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도시공간과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음 둘째로는 조닝제.

도 지구계획 등 기존의 법제도적 범위 내에서 사전,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시가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도시경관과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임.

이는 종전의 행정 관 중심에서 지권자나 수요자가( )

요구하는 다양한 공간전략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

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음 셋째 도시의 다.

양성 복합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공간의 역사적, ,

문화적 매력을 회복해 가는 것임 이는 물리적 계획.

을 다루는 도시 및 건축계획 수법으로서는 매우 전략

적인 접근인데 이러한 역사적 재생을 통한 장소 마,

케팅은 궁극적으로 도시 공간 및 경관의 경쟁력을 높

이게 된다는 논리임.

이러한 도시재생의 경관 및 공간전략의 방향설정에

따른 구체적인 규범적 도시디자인 수법으로는 역, 1)

사지구의 보전과 재생 복합화 된 도시재개발, 2) , 3)

공동재건축을 통한 기성시가지의 연속적 갱신 장, 4)

소성에 근거한 점진적인 도시경관의 형성 기성, 5)

주거시가지 의 재생 등 가지 영역으(urban village) 5

로 요약될 수 있음.

복합화 된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이 단순한 주택이나 업무시설 등 도시기

능의 단순기능화로 인해 도심공동화 등 도심을 쇠퇴

시키고 말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도심복합개발

은 년대 미국에서(Mixed Use Development) 1970

시도된 계획수법임 도시 가운데 새로운 도시를 만들.

려는 시도로 거대한 건축화에 의해 도시공간을 만들

어 내는 수법으로 쇠퇴한 도심에 새로운 활동거점을

제안하는 것임 즉 주택 상업업무시설 문화예술 시. , , ,

설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나 라이프스타일 역사적 자,

산을 복합하려는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계획적으로 새로운 복합기능을 통해 도시공간과 경

관을 창출해 내려는 것임 또 이러한 새로운 도시상.

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조닝수법을 극복하고 고

정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보다 다양한 제도

적 장치 예를 들면 일본의 재개발지구계획제도 미( , ,

제 절3

일본

일본 도시재생의 개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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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등 를 통해 실현해 가고 있음PUD ) .

시가지재개발사업은 제 종 및 제 종시가지재개발사1 2

업으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 종 시가지재개발사업 권리변환방식· 1 ( )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 권리자는 재개발 사업

전의 권리 상당액에 대응하는 재개발 빌딩의 공간 권(

리면적 및 대응하는 토지 지분을 취득 권리변환 하) ( )

거나 금전적 보상 권리변환 미희망자 을 받음( ) .

시행자는 권리면적에 여분의 공간 개발면적 보류면( ;

적 을 추가 건설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사, )保留床

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이용됨.

제 종 시가지재개발사업 용지매수방식· 2 ( )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을 사업자 공공단체 가( )

매입하여 사업 후에 입주 희망자에게 재분배하는 수

법으로 보류면적 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 ( )保留床

하는 것은 제 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동일함 또한1 .

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의 권리자중 희망자에게는 매

입하는 대신에 시설 건축물의 공간을 제공함.

제 종 사업은 공공단체가 시행하며 개인이나 조합은2

시행할 수 없음 또한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하였으며 방재 등의 측면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

에 한정하여 실시함.

도시재생의 유형분류 및 재생논리

도심상업지 복합도시재생의 논리(1)

세기 도시계획수법의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가20

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외연적 도

시 확산에 따른 도심공동화의 문제라 할 수 있음 즉. ,

구 시가지로 대표되는 도심상업지가 쇠퇴하면서 오

랫동안 방치된 기성시가지가 형성되게 된 것임 서울.

의 청계천주변 세운상가 등이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도심상업지의 재생을 통한 복합도시로.

의 전환은 도심부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도시

개발의 촉매효과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공원,

등 도시오픈스페이스의 창출 문화기반시설의 도입을,

통한 커뮤니티 생활공간 등의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됨 특히 주거공간의 체계. ,

적인 도입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면서 지역커

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함.

역세권 재생의 논리(2)

도시공간에 있어 전철 혹은 철도역은 교통의 주요 결

절점을 형성하며 도시의 허브공간 역할을 하게 되며,

또 철도역사 주변지구는 철도정비창 등이 위치해 있

던 곳으로 대규모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교통의 요충지에 대규모 미개발지를 형성하

고 있는 역세권지역은 도시재생의 좋은 기회를 제공

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전철 의. (KTX)

도입으로 대도시 역세권이 도시재생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는데 역세권 재생의 경우 전철 혹은 철도역,

사 그 자체의 재생계획과 역사주변지구의 미개발용

지에 대한 복합용도개발 사례로 구분됨 철도역사 재.

생의 경우 역사 건축물의 보존계획과 더불어 새로운

도시교통 결절점의 랜드마크로서 대규모 역사건축물

의 재생계획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한편 역세권 주. ,

변부지의 활성화계획의 경우 새로운 복합용도개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및 재생계획의 개념이 필요

하게 됨.

전철 혹은 철도교통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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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세권 재생계획이 새롭게 부

각되어 관 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역세권 재생·

계획이 시도되고 있음.

워터프론트 재생의 논리(3)

대도시의 임해부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워터프론

트 수변공간 는 근대화과정에서 대규모 공장시설이( )

집적하면서 대부분 산업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생활

공간으로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최근 수변공간으로서의 매력과 잠재력이 재평가되면

서 새롭게 복합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음 이러한 워터프론트는 기성시가지 내 공.

장이적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워터프론트라는

수변공간의 활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계획이 가

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매립지로 형성되어 지형의 기,

복이 거의 없는 점이 특징임 또 매립지의 특성상 지.

하공간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지상 테크공간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공데크

공간을 창출하게 되는 계획상의 특징을 가지게 됨.

업무 비즈니스 지구 재생의 논리(4) ,

도심부의 업무 비즈니스 지구는 이미 상당한 업무시,

설이 집적해 있어 새롭게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가 개발되기는 어려운 지구임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

는 업무지구의 대부분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업무

용도의 단순기능으로 야간 및 주말이용자가 거의 없

어 도심공동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지구임 서울.

의 도심부 및 여의도 업무지구 테헤란로 업무지구,

등이 이러한 지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이러한.

지구를 시간 주말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생전24 ,

략이 중요한 개발테마가 됨 업무지구의 단계별 재개.

발계획이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오피스에 다

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가고 가로공간의 전략적 정비,

를 통한 특화거리 조성 예를 들면 브랜드 스트리트( ,

등 이 시도될 수 있음 특히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소) . ,

유한 대규모 오피스의 지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해 이러한 지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의 구성 등을 통해 주민주체의 도시재생 경관만들기,

의 전략적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지구라 할 수

있음.

공장 이적지 재생의 논리(5)

도시교외부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의 대안으로서 기성

시가지 도시재생을 고려할 때 기성시가지 내 대규모

공장 이적지는 계획적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가진 대

상지가 됨 우선 대부분의 공장 이적지가 도심에 위. ,

치해 있으며 종전까지 공장 등의 산업시설로 인해 주

변부가 매우 열악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이는.

역설적으로 공장 이적지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로 인해 주변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즉 공장 이적지 개발뿐만 아니. ,

라 대규모 재생프로젝트로 인해 주변지구의 활성화

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개발의 촉매역할도 하게 됨 캐(

널시티 하카다의 경우 후카오카 도심재생의 촉매가,

되어 주변부 일대가 재생되는 계기가 됨 우리나라).

에서도 대규모 공장이 입지한 영등포구 구로구 등의,

경우 지금까지 이러한 공장지로 인해 서울에서도 매

우 열악한 지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대한 다양한 도시재생계획이 진행 중임.

따라서 이러한 공장 이적지 재생계획의 경우 다음의

가지 논리적 계획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3 , ①

의 공장 이적지가 도심부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뛰

어나고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도심용도의 복합화 가 제안될 수‘ ’

있음 대상지의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변부의 활성②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촉매화 가 이루‘ ’

어짐 즉 복합용도개발이 계기로 작용하며 실제 주. ,

변역세권 등의 정비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③

공장 이적지의 경우 공장의 산업시설을 지원하던 다

양한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하천 철도역사( , , ,

등 이 양호하게 갖추어져 있어 재생개발계획 수립 시)

이러한 인프라시설의 연계활용화 가 이루어지게‘ ’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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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본기 지구 개요

도쿄의 도심 마루노우치 지구 과 부도심 시부야 지( ) ( )

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록본기 지구는 부지면적

의 규모로 아카사카 등의 비즈니스84,780 , ( )赤坂㎡

가 가스미가세끼의 관청가 아오야마 등의 상, , ( )靑山

업지 아자부 히로오 등의 한적한 주택, ( ), ( )麻布 廣尾

지 등이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각국 대사관 외국계,

기업 미디어관련업계 문화시설 등이 다수 입지해, ,

있는 도쿄의 전형적인 고급주택지의 일곽에 자리하

고 있음 지하철 히비야 선 의 록본기. (Hibiya Line)

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 내 고저차를 가지는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음.

록본기 재생 프로젝트의 개발개념은 크게 가지로2

요약할 수 있는데 도쿄의 문화거점으로서 다양한, ①

도시복합용도의 도입 문화시설의 집중적인 유치②

를 들 수 있음.

즉 기성시가지의 노후한 주택지를 국제경쟁력을 갖,

춘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재개발 프

로젝트로 도쿄의 중심부에 어울리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풍요로운 문화공간을 가지는 세기형 도심21

상업지 복합용도개발 프로젝트로 시도하고 있음.

또한 록본기 힐즈는 문화도심 을 테마로 오피스, ‘ ’ ,

주택 호텔 문화시설 상업시설 시네마콤플렉스 방, , , , ,

송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심복합 재개발 상

업시설로 연면적 주차대수 대 거, 728,246 , 2,762 ,㎡

주인구 약 명 취업인구 약 명 예상 내2,000 , 20,000 ,

장객 만 명 일이며 총사업비 약 억 엔이10 /1 , 2,700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임.

록본기 힐즈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 ’

전체에 걸쳐 면적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짐 모리빌. ‘

딩주식회사 가 주도하면서 역세권 주거지복합개발’ , ,

주상복합개발 등의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록본기 지

역을 도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을 시도함.

록본기 지구재생 과정과 내용

종전 이 지구는 아사히 를 중심으로 남측으로 약TV

의 고저 차에 의해 분단되고 폭 가 되지 않는17m 4m

협소한 도로에 면해 목조 가옥 소규모 아파트 등이,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3.2

록본기 지구 재생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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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해 있던 지구임 년 월 도쿄 도에서. 1986 11 ,

재개발유도지구 로 지정되어 년에는 자치구‘ ’ 1987

미나토 구 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을 책정하게 됨( ) ‘ ’ .

이를 계기로 주 모리빌딩과 아사히 가 재개발사( ) TV

업을 시작하게 됨 이 지구의 권리자는 약 명에. 500

이르는데 우선 년 지권자를 중심으로 지구의, 1988

미래를 생각하는 마찌쯔꾸리간담회 가 열렸고‘ ’ ,

년에는 마찌쯔꾸리협의회 가 결성되었으며1990 ‘ ’

년에는 토지소유자 차지권자 토지를 빌린 자1991 , ( )

에 의한 준비조직인 재개발준비조합 이 설립됨‘ ’ .

그 이후 지권자에 의한 모임을 거듭해 권리변환계획,

시설계획 등을 검토하고 자치구에 의해 시가지재‘

개발사업추진기본계획 시가지재개발사업추진계’ ‘

획 이 책정됨 년 월에는 제 종시가지재개발’ . 1995 4 1

사업으로 도시계획 이 결정되고 년에는‘ ’ , 1998

재개발조합 이 설립되어 권리변환계획인가를 거‘ ’

쳐 재개발유도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 약 년의 시, 15

간이 경과한 년에 착공하게 됨 최종적으로 지2000 .

구 내 권리자수는 당초의 약 인 약 명이 참80% 400

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지권자가 참가한 재개,

발사업은 그 예를 보기 힘든 사례임.

이즈미 가든 재생 프로젝트

이즈미 가든 재생 프로젝트는 도심고속환상도로 인

접 만 천 부지에 연면적 만 천 규모를 재개2 4 15 7㎡ ㎡

발한 역세권 재생프로젝트임 원래 높은 지대에 위치.

한 재벌가 수미토모 집안의 저택 부지와 지하철역 인

근의 민가가 있던 장소였음 사업방식은 자치구에서.

도시개발법 조를 사용해 신속한 도시재생이 이루111

어지도록 지원함 고저차가 매우 심한 부지형상을 가.

급적 변형시키지 않고 보전하면서 자연적인 공간과

활기찬 역세권의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개념

을 설정함.

약 의 부지 고저차를 활용해20m Urban Corridor

도시의 녹지회랑 라 부르는 산책로를 계획하는데( ) ,

지하철역에서 초고층빌딩과 일체화하면서 고지대의

정원을 지나 주변의 지하철 역까지 연결함( ) .神谷町

정원 지하에는 다목적 대공간 홀 갤러리 이 있고 한( ) ,

쪽으로는 이즈미야 박물관 분관 이 위치함 정원‘ ’ .

에 면한 도심주거빌딩은 부지형상을 따라 배치함 타.

워의 저층부는 점포 음식점 등 도시생활시설이 개방,

적으로 설치되며 층 레벨에는 오피스 진입부 로비, 4

가 위치함.

연도 내용

1988 재개발 준비조합 결정

1994 도시계획결정으로 재개발지구계획 의 지정‘ ’

1999 착공

2002 준공

표 이즈미 가든 재생 진행과정< >

도라노몬 힐즈 재생 프로젝트

도라노몬 힐즈 재생 프로젝트는 도로 상하부공간에

건축물 건설을 인정하는 입체도로제도 를 활용한‘ ’

프로젝트임 폭 의 간선도로 상부 일부에 초고층. 40m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일본에서도 드문 재생프로젝

트임 도로상부의 개발가능 부지면적 연. 17,069 ,㎡

면적 높이 로 사무소 공동주택244,360 , 247m , ,㎡

점포 호텔 회의실이 있는 초고층복합건축물로 개발, ,

함 계획부지의 를 공지로 확보하고 다양한 녹지. 73%

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면서 건설된 상징가로

의 랜드마크 건축물임.

그림 이즈미 가든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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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관통하는 데크 위에 초고층건축물을 건설하

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도로 진동문제 등 많은 기,

술적 뒷받침이 필요했음 신바시 역에서 도라노몬 빌.

딩까지 이어지는 상징가로의 정비를 통해 주변지역

의 활성화를 시도했으며 프로젝트의 완성 후에 지권,

자로 구성된 협의회로가 모리빌딩주식회사를 관리‘

회사 로 지정함 이후 지구의 관리운영에까지 참여’ .

하는 등 지구매니지먼트‘ (Area management)’

를 책임지고 실천함.

연도 내용

1989
입체도로제도 의 창설로 제 종 시가지재개발사업‘ ’ 2

으로 도시계획 결정 시행자 도쿄도-

2002 사업협력자 로 모리빌딩 주식회사가 지정‘ ’

2009
모리빌딩 주식회사가 특정건축자제도 의‘ ’

특정건축자로 지정

표 도라노몬 힐즈 재생 진행과정< >

아크힐즈 센코쿠야마 모리타워

모리타워가 위치한 지역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고

에도 시대의 도로구획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 )江戶

반시설이 열악하고 방재에도 매우 취약한 지역임 부.

지면적 약 만 천 연면적 만 천 지하 층 지1 6 , 14 4 , 4㎡ ㎡

상 층 주택 층 오피스 층 이며 복합47 ( 3-24 , 25-47 ) ,

빌딩과 지상 층의 주택동으로 구성됨 기존 지권자6 .

거주주택을 호 확보하면서 공개공지를 약300 57%

를 정비했으며 대가구블록의 녹지네트워크의 거점화,

를 도모함.

연도 내용

1986
록본기 아크힐즈 재개발프로젝트가 준공한 이

후 많은 시가지재개발사업이 추진

1987
사업자들이 모여 재개발협의회연합회 가 설‘ ’

립

1989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하면

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1992
자치구인 미나토 구도 참여하는 대가구블록‘

협의회 를 발족’

2002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으로 지정‘ ’

2012

프로젝트가 완공되면서 미나토 구에서 주변지

역을 포함하는 대가구블록 가이드라인 책‘ ’

정

표 아크힐즈 센코쿠야마 모리타워 재생 진행과정< >

그림 모리타워< >

그림 도라노몬 힐즈의 전경과 내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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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노우치 업무 재생사업

마루노우치 업무 재생사업 개요(1)

도쿄 도심부 도쿄역과 황거 사이에 위치한 마루노우

치 지구 정확히 말하면 오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라( / /

쿠쵸 지구를 포함 는 일본경제의 비즈니스 번지로) 1

세계도시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음 마루노우치 지구는 금융 매. ,

스컴 등 약 개 이상의 사무소가 입지해 약4,000 24

만 명의 취업인구를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유수

의 비즈니스 센터임.

년대 일본의 버블경제가 절정이던 년 월1980 1988 1 ,

이 지구전체를 전면재개발해 업무중심의 도심재구축

을 제안한 소위 마루노우치 맨해튼계획 이 발표‘ ’

되기도 했지만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쳤

고 이후 버블경제의 붕괴로 재개발계획의 전면 수정,

이 행해짐.

이후 년대 들어 도시가구블록별로 단계적인 도시, 90 ,

재생 계획이 제안되었고 시가지경관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시건축 도시가구블록이,

재건축 재생되어지고 있음 또한 도시가구블록과 더, .

불어 지구 내 가로공간의 정비와 더불어 도쿄역사를

비롯한 지구 내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재생에도 다양

한 재생수법이 전개되고 있음.

마루노우치 업무 재생사업 과정과 내용(2)

년대 이전에는 도쿄의 경제활동의 업무기능 집1990

중을 위한 지구재개발이 논의되어져 왔음 하지만. ,

년대 들어 경제 불황의 여파로 도심지구의 재구1990

축에 있어 업무공간의 신규공급이 정책적으로 지원

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는 실행되지 못했음 하지만 년대 중반 들어 일. , 1990

본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도심부의 집중재생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단순한 업무시설의 집중에서 탈

피해 다양한 도시기능의 유치를 통한 지구재생의 논

리를 구축함 또한 자치구 치요다 구 의 입장에서는. ( )

도심거주자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오

피스를 주거로 전용하기 보다는 업무지구를 특화한

도쿄역 주변 재생 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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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안함.

행정 측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대응함 국토청에서는.

년 월 도쿄도심의 그랜드 디자인 을 발표1995 10 ‘ ’

해 도심지구의 경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

안하고 도쿄 도에서는 년 월 구 중심부정비, 1997 3 ‘

계획 을 발표해 마루노우치 지구를 도심재생지구로’

지정함 특히 종전의 업무중심지구. (CBD, Central

에서 매력적인 업무지구Business District) (ABC,

로의 지구재생을 목표Amenity Business District)

로 종합적인 업무환경 정비 도시기능의 다양화 품, ,

격 있는 도시경관만들기 등을 지침으로 제안함 자치.

구에서는 년 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을1998 3 ‘ ’

책정해 품격 높은 시가지형성 환경공생 공간의 창출, ,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정비 방재계획 국제교류 등을, ,

테마로 한 지구재생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특히 년 월 새로운 도지사 이시하라 도지사, 1999 5 ( )

의 취임과 더불어 그해 월 위기돌파작전플랜, 11 ‘ ’

을 발표하고 관민협조체제에 의한 마루노우치 지구

재생과 도쿄역사의 보존계획의 추진을 제안함 중앙.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의 강력한 추진을 목적으로

년 월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이듬해 월에2001 5 6

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을 시행함‘ ’ .

한편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이 지구의 지권자들,

은 일찍이 년 월 지구재개발계획 추진협의1988 7 ‘

회 를 설립해 연구 활동 견학회 강연회 등을 통해’ , ,

지권자 상호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지구의 미

래상 설정을 위한 지침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었음 이.

러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 년 월에는 마루노, 1994 3 ‘

우치지구 지구재생기본협정 이 체결되어 각 지권자’ ,

들이 재건축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이념을 정리

하고 있었음 년 월에는 마루노우치 지구. 1996 3 ‘

도시만들기 검토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마루노우치’

재생을 위한 에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의한 재생수법을 제안함 이는 행정 측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에서 탈피해 민관협조체제의 중요성을 제안

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년 월 도쿄도 자치구, 1996 9 ,

치요다구 협의회가 함께하는 마찌쯔꾸리 간( ), JR, ‘

담회 가 설치됨 간담회를 통한 많은 논의는’ . 2002

년 월 마찌쯔꾸리 가이드라인 이라는 형태로 정3 ‘ ’

리됨.

이상과 같이 마루노우치 지구재생의 특징은 많은 지,

권자들이 지구전체의 기능갱신과 공간 및 경관디자

인의 방향성을 논의해가면서 지구의 장래상을 공유

해 가고 있음.

마루노우치 지구재생은 가구블록별 도시건축물의 재

개발 재건축 가로 등 공공공간의 정비 등을 통해( ),

점진적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마찌쯔꾸리 가이드라인 은‘ ’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정리한 것으로

도시경관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룰 을 제시한(rule)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의. ,

개약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이념으로는 종합적인 시①

점 기능 환경 경관 네트워크 등 에서의 지구의 장( , , , )

래상 검토 가지 장래상 정비수법 중점 가3 ( , rule, )②

이드라인 공공과 민간의 협력 협조 열린 도시,③ ④

만들기 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음 또. ,⑤

지구의 장래성으로는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8 ①

시대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지구 사람들이 모여서②

교류하는 도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교류,③

그림 마루노우치 지구의 배치도 왼쪽 와 지하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도 오른쪽< > ( ) ( )



제 장 외국의 도심재개발 제도 및 사례5 ∙ 191

발신의 도시 품격과 활력이 조화하는 도시 편④ ⑤

리하고 쾌적한 보행자를 위한 도시 환경에 배려하⑥

는 도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도시 지역 행, ,⑦ ⑧

정 방문자가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도시임, .

한편 특색있는 도시만들기를 위해 존 축 거점에, , ,①

의한 도시만들기 시가지구성수법 시가지형성형( /②

공개공지 네트워크형 의 제안 도쿄역 주변의 도시) ③

정비 등을 지침으로 제안하고 있음 특히 도시디자. ,

인 도시경관 의 특성화를 위해 지구의 도시디자( ) ①

인 개념 시가지형성형 도시디자인 공개공지 네② ③

트워크형 도시디자인 중간영역의 형성 스카이④ ⑤

라인 형성개념 도시디자인의 골격형성지구 도⑥ ⑦

시디자인에 근거한 경관형성 등을 정리하고 있음, .

도쿄를 대표하는 공공공간의 정비를 위해 마루노①

우치 역 앞 광장에서 가로로 이어지는 상징가로行幸

의 정비 나카도오리 정비 등의 공공사업수법을 제②

안하고 있음.

이러한 가이드라인 및 공공수법의 실현방안으로는, 4

가지정비수법과 재개발지구계획 가이드라인과 관련,

제도의 활용방법을 정리하고 민관협력체제 간담회, ,

에 의한 가이드라인의 운용에 이르는 다양한 추진방

안을 제시하고 있음.

오오테마치 지구 연쇄형 재생사업-

오오테마치는 도쿄역 마루노우치 지구와 인접한 금,

융 정보 서비스 사업이 집적해 있는 업무중심지구임, .

따라서 이 지구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가구블록별

로 순차적으로 재생해가는 연쇄형 재개발방식 이‘ ’

추진되었음 년에 지구 내에 있던 중앙정부의. 2000

합동청사가 사이타마 행정지구로 이전하게 된 것이

재생의 계기가 되었음 연쇄형 재개발사업은 토지구.

획정리사업과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조합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었음.

제 차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지권자로는 일본경제신1

문사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룹 일본경제단, (JA ),

체연합회가 있음 총 사업비로 억 엔이 들었으. 1,150

며 빌딩 연면적은 개동 임 이 중 약, 230,000 (3 ) . 5㎡

만 의 연면적을 지권자 이외에 임대로 내놓는 방식㎡

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함 또한 이 지역을 도시재. ‘

생특별지구 로 지정해서 기준용적률 에서’ 1,200%

허용용적률 까지 증가시킴 공공기여 항목으1,590% .

로는 인접한 니혼바시 하천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고 국제회의장의 기능을 설치하고 도심농장이나,

지역냉난방 시설 정비 등이 용적률 상승의 인센티브

요인이 됨.

그림 마루노루치 가이드라인 책자 표지 왼쪽와 가이드라인 오른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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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성된 동을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 중앙 빌딩< > 3 ( JA )

오오테마치 지구 재생의 시작과정

1. 도시재생기구 가 청사 이적지를 중앙정부로(UR)

부터 약 억 엔에 매입1,300

2. 미쯔비시부동산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인 오오테마치개발회사 에 양도해 리스크‘ ’ 2/3

분담

3. 빌딩 사옥 재건축을 희망하는 지권자를 모집해( )

지권자의 토지를 청사 이적지와 변환

니혼바시 지구 무로마치 재생 사업- ( )室町

니혼바시 지구는 전통적으로 도쿄 도심상업중심지인

긴자에 가깝고 상업중심지로 번성해 오던 곳임 그런.

데 최근 마루노우치 지구재생 등 타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상업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상업지구가 쇠퇴

하기 시작함 년 미쯔이 부동산과 노무라 부동. 2010 ,

산이 개발한 두 개의 빌딩은 도시재생특별지구의 지

정을 받은 니혼바시 무로마치 동측지구개발 을‘ ’

선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전체 개의 가구블록이 개. 5 5

의 빌딩과 신사 사무실 등을 건설하는 재생프( ),神社

로젝트이며 개 블록 가운데 개의 블록은 미쯔이, 5 4

부동산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됨.

지역 공공 기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

용적률은 증가한 로 결정 지역공공기540% 1,300% (

여로는 중앙가로의 경관형성 지하공간의 일체적 활,

용 가로의 정비 정보발신거점의 신설 등이 포함됨, , )

함 경관형성에서는 가로벽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건.

축물 저층부의 입면높이 의 벽면선 라인이 부활31m

함 중앙가로 서측은 근대도시계획 규제의 하나로 높(

이규제 척 즉 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이‘100 ’, 31m

그대로 남아있음 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은 기본구).

상단계에서부터 코디네이터 하는 총괄건축가를 지정

하였고 지하공간의 연계에서는 모든 빌딩은 지하 층, 2

에서 주차장을 연결해 공유하도록 함 신사가 위치한(

블록 제외 또한 미쯔이빌딩 내에 콘서트홀이나 다).

목적 홀을 설치해 젊은 인원을 유입시킴.

그림 니혼바시 지구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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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년대부터 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겪으1990 10

면서 종전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포기하고 도시‘

재생 도심복귀 라는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개념’,‘ ’

을 정립했다 도시재생 사례를 가지 유형을 구분할. 5

수 있음.

입체도시계획형 도시재생‘ ’

대도시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은 도시공간의 충진을

통한 컴팩트한 도시공간재생이 필요하게 됨 이를 위.

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물재생센터 고가하, , ,

부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전략적으로 재생활용해가

야 함 종전의 개발시대 패러다임에 탙피해 재생시대.

에 맞는 계획수법 사례라 할 수 있음.

도심문화복합형 도시재생‘ ’

도심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으로

조닝 으로 대표되는 지역지구제를 통한 도시공간‘ ’

의 규제 및 관리로 인한 도심공동화 등 도심부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심부에 다양한 기능 업무 상( ,

업 주거 문화 등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용도의 유연, , )

성을 보여주고 있음.

역세권개발형 도시재생‘ ’

역세권을 거점으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재생으로 역

세권 공공공간을 정비하고 지하철 철도역의 교통인,

프라를 재생함 민간부문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전개하여 민간재원을 확보함 즉 역세권. ,

의 공공인프라 시설 광장 철도시설 문화시설 등 을( , , )

정비하기 위한 민간도시재생사업과 일체적으로 재생

함.

지역촉매형 도시재생‘ ’

지역거점이나 커뮤니티 역사환경보전 등을 위해 도,

시재생을 실행함 도심주거 도입 연쇄적인 도시재생. ,

거점확보역사적 커뮤니티 보전을 위한 재생전략 등,

도시재생을 통해 단순한 개별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 지역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

시재생을 전개하고 있음.

민간재원활용형 도시재생‘ ’

공공기관 혹은 공공문화시설의 재생을 위해 민간재

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시

설의 유치에 활용하고 있음.

시사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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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의 필요성

각 국가별로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예산 또(

는 사업 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추후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함 특히 근린재생이나 낙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재정지원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구축

재정지원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특,

징들은 국가별 상황이나 지원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양한 주체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주체 조직 간의 협력체계를( )

구축하고 있음 공공 민간 개인 단쳬 중앙 지자체. , / , / , ,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성격과 위계 주체들이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음.

민간주도의 도시재생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시재생 추진을 공

공지원에서 민간 참여로 전환하고 있음 이는 도시생.

발전단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공적,

인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음.

국내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중

심으로 추진되지만 이것의 운영에 있어서 도시나 지

역 여건을 반영하고 각 주체 지역 또는 조직 가 주도( )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

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 절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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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기간

총 일간2015. 11. 19 ~ 2015. 12. 4( 16 )

주요내용

총 건의 공람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용적률체계 및 인센티브 개선방안 건 정비예정구역52 , (14 ),

의 적용 건 정비수법의 적용 및 세부기준 건 기타 건 임(8 ), (6 ), (24 ) .

공 람 내 용

공 람 기 간 공 람 장 소

2015.11. 19 ~ 2015. 12. 4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개 자치구25

의 견 제 출 및 공 람 심 사 내 용

요 지 구 분 제출건수

총 계 52

용적률체계 및 인센티브 개선방안 14

정비예정구역의 적용 8

정비수법의 적용 및 세부기준 6

높이계획 적용기준 및 지역별 높이계획 5

한양도성도심부 주거주용도의 적용( ) 4

용도지역의 적용 및 상향관련 사항 4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적용 방안 2

건폐율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적용 관련 2

완료지구의 신축처리 기준 2

기본계획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 2

지역별 토지이용계획 적용 1

소단위 정비방식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계획의 적용과 공공기여 1

표 공람의견 접수현황< >

제 절1

공람 및 재공람 결과

공람의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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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1 민원인 외 명219
∙ 남영동특별계획구역 을 도시환(5,6)
경정비예정구역에 편입 요청

∙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중이므
로 향후 개발방향 결정시 추후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토록 하겠음

미반영

2 민원인
∙ 해당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으로“ ”
지정되어 있어 재산상 손실발생 계,
획안 반대 및 해지 건의

∙ 특별계획구역 지정 해제 해당 없음/ 미반영

3 민원인 외 명10
∙ 을지로 가구역 소단위 정비 가능지3
역을 철거형 재개발일반 정비형으( )
로 전환 요구

∙ 해당지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상 옛 도시평
면 보존지역으로서 관리유형은 정비관리지구
수복형로 지정되어있어 대규모 철거보다는( ) ,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단위 정비형으로 관리함
이 타당함

미반영

4 민원인
∙ 구역별 평균 부담률 완화 또는 제외
요구

∙ 구역별 기반시설은 사업지구가 공동으로 부담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면적비율,
에 따라 기반시설의 부담이 필요하고기반시,
설토지 시설조성 이외는 건축물 기부채납( + )
등을 통해 기존 부담률을 유지하여야 함

미반영

5 민간업체

∙ 완료지구 신축 시 친환경기준은 의
무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신축이,
아닌 증 개축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사항으로 단서조항 또는 예외조항
필요

∙ 신축과 동일하게 다시 건축물을 축조 하는
행위인 재축 개축의 경우에는 친환경 및 에,
너지효율화 기준을 준수하며 리모델링증축, (
및 대수선의 친환경 에너지효율화는 관련규)
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반영

6 민간업체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 확대
요구 기 제시된 내용 외 추가적인(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안)

∙ 기존 인센티브 항목 중 계획적으로 적용가능
한 내용은 인센티브 실효성을 고려하여 제외

∙ 지역별 경제활성화 유도 용도는 지역별 여건
을 감안하여 기준을 마련 하였으며 추가적 제
안항목은 해당되지 않음

미반영

7 민간업체
∙ 완료지구 신축 허용기준 변경 최소(
한의 노후기준 년 경과은 유지하(25 )
되 안전진단 등급 제외, )

∙ 완료지구의 신축처리 기준은 서울시 방침
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완료지구의(2007.3.5) · ,

무분별한 신축은 국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
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하는 바에 따
라 리모델링을 권장하되 경과년수와 안전 상,
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허용여부를 결정하도
록 함

부분
반영

8 민간업체

∙ 도심부한양도성내에서 업무전용빌딩( )
및 호텔 설치 시 지역 및 구역별 특
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요청

∙ 도심부한양도성 업무시설의 인센티브는 실효( )
성이 낮아 기본계획 년에서 제외2020 (2010 )
된 사항임

∙ 도심부의 정책유도항목에 해당되는 용도는 문
화시설 국제회의시설 도심형주거 등으로 계, ,
획하였으나 도심관광산업육성을 위해 호텔을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

부분
반영

9 민간업체
∙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주용도
허용 요구국가상징가로변에서 대상(
지 제외 요청)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세종대로변에 연접∙
한 필지를 제외하고 세종대로 이면부와 인접,
블럭은 주용도가 가능하도록 반영

반영

10 마포구청
∙ 마포대교 주변 용도변경 요청 준주(
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관련규정상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은 기본계획에서 향후,
정비구역지정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
거쳐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미반영

표 공람의견 및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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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11 민간업체
∙ 마포로 구역내 준주거지역 용도지역1
상향 요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
지역)

관련규정상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은 향후 정비구역지정,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 )
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미반영

12
마포로 구역 제 지구3 3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용적률 경과규정 변경 요청 기 결정(
된 정비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
하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
을 따를 수 있도록 요청)

변경된 용적률 적용체계는 기본계획 고시 이∙
후 신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
변경중대한 변경시 적용토록 하였으며 기( ) ,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시에는( )
기정 정비계획 기준을 따르도록 함

미반영

13
마포로 구역 제 지구3 3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
브항목 적용 가능토록 변경 요청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지∙
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실효성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하고 여건변
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유도항목을 통합하여
조정하여 결정하였음

미반영

14 민간업체

∙ 토지이용계획
현재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
획상 용도 중 지식산업센터 등의
권장용도 추가 요청

지역특성을 감안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영∙
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계획
구역내 권장용도인 지식산업센터를 주용도로
추가 반영

반영

15 민간업체
∙ 용도지역

계획의 취지상 대선제분부지 일대-
는 상업지역으로 명시 요청

용도지역 상향조정 적용여부는 상위계획의 결∙
정을 따라야 할 사항임

미반영

16 민간업체

∙ 개발단위
서측의 영일시장과 의견조율이 어-
려워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바 영
일시장과 분리 요청

해당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
항으로 정비예정구역내 사업시행단위의 설정
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수립시 결정할 사( )
항임

미반영

17 영등포구

∙ 운영방향
영등포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상-
업 업무기능 또는 자족형 고밀복·
합개발 수립 시 이에 적합한 용도
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문안 추
가 반영 요청

용도지역 상향조정 적용여부는 상위계획의 결∙
정을 따라야 할 사항임

미반영

18 영등포구

∙ 토지이용계획
영등포 도심지역은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 혼재되,
어 있는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과
하나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준공업지역은 도심기능 강
화를 위한 대규모 상업 업무기·
능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
업지역으로 변경 가능으로 변경
요청

용도지역 상향조정 적용여부는 상위계획의 결∙
정을 따라야 할 사항임

미반영

19 영등포구
∙ 주용도

용도지역별 세부 기준 마련 필요-

영등포는 서울플랜에 따라 도심으로 격2030∙
상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제시된 주용도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채택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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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20 영등포구

∙ 용적률 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설 등이 공공기여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법적용적률의
배 이하로 반영 요청2

준공업지역 용적률 계획 추가 또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에 따름 등의 별도 표기 요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상한용적률,
완화를 설정하지 않으므로 기반영

반영

21 영등포구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요건 추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준공업지-
역 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지식산업시설 벤처기업집,
적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 추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줄이고 영등-
포 역세권의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도심형주거 도입 시 인센티브
추가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도모와 자족형 고∙
밀복합개발 실현을 위하여 영등포 지역내 지
식산업시설 벤처관련시설 도입은 가능하나,
주거 오피스텔 등 도입시 인센티브 적용은,
용도지역 취지상 채택이 불가함

일부
반영

22 도시관리과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확대 대상지역
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 의제 추가 검토”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추가반영은 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상 중심지를 고려하여 도
시재생활성화계획 준공업지역발전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반영
하도록 하고 일반지역의 경우 검토된 예정구
역 검토 범역 내에서 자치구 요청지역에 대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적용 필요성을 검토 후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정비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도시환
경정비사업이 난개발 될 우려가 있어 기본계
획에서 정한 경우에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함

미반영

23 도시관리과
∙ 중심지별 부문별계획 관련 지구단“
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등과의
정합성 유지 검토 필요”

금번 기본계획은 용적률 적용체계를 용도지역∙
별로 일원화 하였으며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체계를 따르되 용적률 적용항목은 정책유도를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센티브 항목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미반영

24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의
조정은 관련계획생활권계획 도시재( ,
생전략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구체적인 조정기준 제시 필요

서울플랜의 중심지체계를 고려하여 중심2030∙
지별 예정구역 검토기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검토 범역을 설정하여 예정구역을 검토 적용
함

미반영

25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정비유형 변경을 계획한 바 기정 정,
비유형과의 차별성 및 변경된 정비
유형의 실효성 제시 필요
소단위정비형의 경우 주변지역 개-
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
규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검토
필요
보전정비형의 경우 보전대상 및-
공공지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정
비형과 개발밀도 및 개발규모에서
차이가 없는 바 세부적인 기준마,
련 검토

소단위 정비형의 개발규모는 기존도시조직과∙
필지규모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수립시 최대개
발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정비유형에 따른 개발밀도는 용적률 적용체∙
계에 따라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하되 정비유,
형과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결정
할 사항임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추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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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26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서울플랜에서 중심지 체계 개편 및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방향을 제시
한 점을 고려하여 기정 정비계획에,
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오던 용적률
체계 일원화의 적정성 검토 필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관련-
의무사항 역사보존 항목 중:⋅
옛 건축물 보존 등과 관련‘ ’

대상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계획유도 인센티브 도시경제:⋅
활성화의 세부항목과 타 계획유
도 항목 간의 중복 적용의 적정
성 검토

인센티브 항목별 적용량 및 부여-
방식정량 정률에 대한 적정성( / )
검토 필요

기본계획의 용적률 쳬계는 일원화하되 중심지∙
별 육성방향에 따라 정책유도 항목 인센티브
를 적용함으로 서울플랜의 중심지체계 개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역사보존 건축물 보전 관련해서는 재생유도지,∙
침에 적용기준과 예시를 수록하도록 하겠음
인센티브 적용방식은 인센티브 적용항목별 특∙
성에 따라 적량 정률을 구분하여 적용한 사,
항임

추후
반영

27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정비구역별 높이계획은 재정비촉진지
구영등포 및 청량리 등 및 일반지( )
역신규 정비예정구역 등과의 차이( )
를 감안하여 별도의 높이계획을 제
시하고 주변지역 현황 및 관련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 수( )
립 필요

영등포 지역은 서울플랜의 공간구조상2030∙
도심으로 중심지 위상이 격상되어 공간구조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 높이를 이하로150m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가능하
도록 반영하였음

반영

28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기정 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부 지역
특성에 따라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8
지역별 주용도를 구분한 취지를 고
려하여 도심부 모든 지역의 주용도,
에 주거용도를 추가한 사항에 대해
적정성 검토 필요

도심의 주거는 기존에는 도심주거지역 도심복,∙
합용도지역에서만 주거주용도가 가능하였으나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야간 활력 넘치는 도심
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상징가로변을 제외하고
도심 모든 지역에 주거 주용도를 허용하는 것
으로 반영한 사항임

반영

29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도시환경관리사업 가로건축정비사업,
제도화의 필요성 제시 필요
미시행지구의 관리방안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마련 필요

주거부분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적용방식이 법제화 되었으나 도시환
경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형 정비와 구분하여
소단위정비형을 수용하는 법적 유형이 필요하
여 도시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유형을 후속과제로 제안하였으며 미시행지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재생지침에서 정비방향
을 제시할 예정임

추후
반영

30 역사도심재생과

∙ 정비예정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 ,
에서 정한 정비사업 검토가능지
역 경계 조정국립의료원 부지( ,
광희동)
중학 구역 정비구역 해제근현대- 2 (
건축자산)
종로 가 정비구역 해제 검토로 변- 6
경 또는 예정구역 유지 시 정비
수법 변경 검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검토 가능지∙
역으로 경계로 재조정 및 문구 삽입
중학 구역은 정비계획 재정비시 정비구역에서2∙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로 가는 사업 시행중임으로 해제가 불가하6∙
나 향후 구역 해제요건이 만족 시 해제 검토
하겠음

부분
반영

31 역사도심재생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화 역사자- ,
원보존 항목 의무 적용(100%→

로 수정 요구150% )
역사문화자원 보존항목 의무▶
적용 문구 추가(50%)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와 별도로 역사100%∙
자원 보존 항목 준수 시 부여함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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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역사도심재생과

∙ 정비수법
정비예정구역 그림 수정을 반영한-
지도로 교체정비사업 배제하는(
지역의 정비수법 표현을 삭제)

도면 교체하였음∙ 반영

33 역사도심재생과

∙ 높이계획
건축물의 고층부 폭원 제한 관련-
문구 추가
청계천변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의 청계천 주변 건축물(2015)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청계천 주변 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반영

34 역사도심재생과

∙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비
예정구역 내의 근 현대 건축자산( ) ⋅
보존 또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검토 반영하겠음∙
세부 관리 지침은 역사도심기본계획 관리지침∙
준용토록 하겠음

부분
반영

35
중구

도심재생과

∙ 정비수법
을지로 가 지역 도시 주- 3 : 2020 ·
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철거“ /
수복 및 수복형 지역 에서 철” “
거형 지역 으로 지정되어 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현
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사업지구단위
별로 철거형 정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정비형 지역으로 지
정되어야 할 것임.
남대문구역 현재 재정비안을 수- :
립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 중
이므로 혼합형 정비수법 지역으
로 지정이 필요함

본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에서 명시한 사항임

미반영

36
중구

도심재생과

∙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검토기준 중 지역중심 이상 지하- “
철역 반경 이내의 상업 및500m
준주거 공업지역 과 지역중심, ” “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중복”
되는 기준이 되므로 지역중심“
이상 문구 삭제 요망”
정비예정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 “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
는 조항 반영 요망

다양한 중심지특성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가능하도록 검토기준을 지역 지구 중심지∙
로 조정하였으나 지역중심 이상 의 문구‘ ’
삭제는 무리가 있음
정비사업과 서로 상충되는 사항임∙

미반영

37
중구

도심재생과

∙ 저층부 건폐율 완화
가로활성화 옛길 보전과 같은 역- ,
사문화특성 보전 필요시 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경우 저층부 층(5
이하에 한해 국토계획법상 건폐)
율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다고
계획 되어 있는데 건축물 신축시,
제약을 주는 규제가 되므로 저층
부로 한정하지 아니함.
남대문구역과 충무로 수복형 정비-
예정구역은 건폐율을 이상으70%
로 반영 요망

고층부까지 완화 할 경우 도심 공간 과밀화∙
및 경관차폐 우려가 있어 저층부에 한하여 완
화한 사항임

소단위 정비지구는 건폐율 까지 완화 가80%∙
능

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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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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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구

도심재생과

∙ 용적률 계획
상한 용적률 계획에서 공공시설부-
지 제공 및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 개정 사유를 고려하여 도
심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공개공지 제공에 대하여도
상한용적률 적용 요망
친환경 및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설계기준 준수시 용적률 인센티브
를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조정 적용 요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중 의무 역- “ /
사보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
재 요건인 문화재보호법상 지” “
정 및 등록문화재 보존시 옛건축,
물 보전시 의 보상계수가 역사”
흔적남기기와 같은 율로 적용되어
있는 바 보전 가치 및 재산권의,
제약을 감안율을 대폭 상향 조정
요망
계획의 유연성을 고려 인센티브-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록 되어 있으나 인센티브는 정량
적이고 명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함.

공개공지 부분은 공공성이 낮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항임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적용∙
이 가능하고 친환경 적용은 허용용적률 인센
티브로 부여토록 하였음

전체 허용용적률의 에 해당하는 양으로25%∙
적정하다고 판단됨

본 기준은 지역 특성상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항목이 나올 수 있어 정비계획 수립 시 탄력
적으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미반영

39
중구

도심재생과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살펴-
본 바 항목이 많은 듯하나 실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용적률
과 허용용적률의 차이인 를200%
충족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센티브
량의 상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망
함.
도심환경 개선 친환경중수도 등- , ( )
및 방재관련 시설저류조 등 설( )
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누락되
어 있으므로지하공간활성화 유,
도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도심지,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과
방재관련 시설저류조 등 설치에( )
따른 인센티브 추가 부여 필요

허용용적률은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범위내 적용하는 사항이고 상한용적률200%

적용 대상은 아님

중수도 저류조 등은 공공성이 낮아 인센티브,∙
추가 부여 제외

미반영

40
중구

도심재생과

∙ 높이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는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이가 절대적이므로 기존 높이
체계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함.
을지로 가 지역은 년도부터- 3 2010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중
에 있는 지역으로 당초 90m+α

까지 가능 지역이었으나(110m )
금번에 역사도심 기본계획 최고
높이를 적용하는 계획은 행정의

본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을 준용한 사항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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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하므로
주변을 고려한 높이인 최소 90m
를 반영하여야 함.
남대문구역 주변은 모두 지- 90m
역으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남대
문구역만 로 지역으로 분류70m
되어 있으니 인근지역과 형평성
이 맞도록 지역으로 조정90m
요망

41
중구

도심재생과

∙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 재정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주거- 7%,
비주거 이상을 의무화 하고10%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너,
무 과도하며 특히 소단위 정비구,
역에서는 획지면적이 작아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주거 5%,
비주거 로 조정 요망8%

허용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는 공동개발지구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소규모 필지는 적용 제외
됨

반영

42
중구

도심재생과

∙ 주용도
도심핵지역 및 도심상업지역에서-
는 주거용도의 비율이 가 넘50%
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용도용적
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기준과 배
치되므로 제한 삭제 요망50%

국가상징가로변을 제외하고 한양도성 도심 모∙
든 지역에 주거주용도 허용하였음

반영

43
중구

도심재생과

∙ 가로활성화 구간의 건축물 저층부 및
공지 디자인 제시
연도형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
의 입구가 각각 생기도록 규정되
어 있으나 건축물의 전면에 공개,
공지 등 공적공간을 조성하는 계
획이 일반적인 것인데 각각 출입
구를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인정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임
가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전면-
부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배면
에 공개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대
안 등 검토 필요

기존 기본계획의 개발유도 지침에서는 공개공∙
지위치를 명시하였으나 금번에는 공개공지 위
치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다수의 출입구 개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44
중구

도심재생과

∙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정비구역내의 시지정 문화재 관리-
방안 중 광통관을 포함한 통합 개
발시 기부채납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률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앙각규정 적용 배제 및 문
화재 현상변경 심의 대상에서 제
외 요망
역사보존이 필요한 지구의 정비기-
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가시 검토될 수 있
도록 대상구역과 시설을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법적 권한 없음∙
기본계획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적용될 사항임

미반영

45 중구 ∙ 마포로 구역5 도면 수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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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2003-89
로 결정된 구역경계(2013.4.15.)

수정
최고높이를 까지 완화 요망- 90m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이전설치에- ,
따른 용적률 완화를 상한용적률로
적용 요망

역사도심 기본계획 준용한 사항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 하겠음∙

반영

46
중구

도심재생과

∙ 을지로 가구역 제 지구는 사업2 1, 4, 5
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제 지1
구내 신한은행을 보존지구로 지정할
경우 인접지구와의 공동 개발이 불
가하므로 신한은행 건물의 보존가치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보전형 정비수법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구로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전 요소에
대한 보존을 전제로 정비사업이 가능함
필요하다면 인접지구와 공동개발도 가능함∙

부분
반영

47
중구

도심재생과

∙ 완료지구 신축시 인센티브 운영기준
에서 구역내 시급한 기반시설소“ (
단위 정비형 포함의 선확보 를) ”
구역내 시급한 기반시설소단위“ (

정비형 포함을 선확보 하거나 타구)
역의 기반시설 확보 로 변경 요망”

당해 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
이 원칙이며 필요시 타 구역내 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변경구역 통합지정 등의 방안을( )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임

미반영

48
중구

도심재생과

∙ 황학동지역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
요청

도심재생과 호- -9495(2015.8.17.)
및 도심재생과-11896(2015.

호로 기 요청 드렸던 바10.13.)
와 같이 황학동지역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기
바람.

해당지역은 한양도성 밖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상 중심지2030

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지
정 검토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임

미반영

49
중구

도심재생과

∙ 서울역 서대문 구역북측 제- 1.2 ( ) 4-1
지구 구역해제 반영 요망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2020
기본계획구역별 개발유도지침 에( )”
따르면 서울역 서대문 구역북- 1·2 (
측 제 지구에 대한 대지형상 및) 4-1
개발조건 불리에 따른 구역해제 검
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 지구, 4-1
토지 등 소유자들의 구역해제에 대
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
므로 해당 지구의 구역해제 반영 조
치 요망

구역별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통해 조정가능∙
한 사항임

미반영

50 광진구 ∙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조정 요구 다양한 중심지특성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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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도시디자인과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지역-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중심지로 조정된 지역에 대
하여는 자치구별 중심지 육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
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에 한하여 지구중심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중심지 범역에 대한 범위
설정 필요

이 가능하도록 검토 기준을 지역 지구 중심∙
지로 조정반영

51 국방부

∙ 용적률 계획
국계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공개공-
지 등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법 상 허용되는 수준보다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
하고 있는 바 공개공지 조성과,
관련하여 용적률과 높이를 법 상
허용되는 수준보다 완화할 수 있
는 근거 마련필요
위 동법 및 동법 시행령상 부지제-
공 및 조성이 함께 이루어 질 경
우 조성비용에 대해서 추가 용적
률 완화가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반영요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녹색인-
증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
이를 법상 기준의 범위 이115%
내에서 완화 가능하므로 계획 상
허용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이 아닌 상한용적률 및 높이완화
에 포함되도록 조정필요 위 사항,
과 관련하여 계획 조정시 장려책
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어 민간의 투자
활성화 촉진의 정부정책에 부합되
기를 기대

공개공지의 공공성이 낮아 상한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외하되 실내공개공지에 한해 허용 인
센티브를 부여토록 한 사항임 아울러 역사도. ,
심 기본계획에 따라 높이완화 적용 배제함

공공시설 등 건축물 조성 기부채납 시에만 조∙
성비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친환경 건축물 등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성 등을 고려100% ,

하여 상한용적률 추가는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어 반영 불가함

미반영

52 국방부

∙ 높이 계획
한양도성 도심의 높이를 최대-

로 제한하고 있으나 미90m , FED(
극동공병단 부지는 희소성 있는)
대규모 부지로 서울의 경쟁력 강
화에 활용 가능하므로 매장문화,
재 기부채납 시 뿐만 아니라

미 극동공병단 부지에도 높FED( )
이완화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필요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높이완화 적용이∙
불가함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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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람기간

총 일간2016. 6. 23 ~ 2016. 7. 7( 15 )

주요내용

총 건의 공람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용적률계획 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건 정비예정36 , (6 ), (4 ),

구역 건 기타 건 임(3 ), (23 ) .

재 공 람 내 용

재 공 람 기 간 공 람 장 소

2016. 6. 23 ~ 2016. 7. 7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개 자치구25

의 견 제 출 및 공 람 심 사 내 용

요 지 구 분 제출건수

총 계 36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에 관한사항 4

정비수법의 적용 및 세부기준 1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1

완료지구 신축시 운영기준 1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적용여부 1

정비예정구역( ) 3

정비계획 재정비 관련 6

소단위 정비방식의 최대개발규모 1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1

정비수법의 적용 1

용적률 계획 6

완료구역 지구 관리방안/ 2

리모델링증축 등 관리방안( ) 3

재생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1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1

표 재공람의견 접수현황< >

재공람의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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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1 민원인 외 명2
보승빌딩 향린교회 현대건축자산 지,∙
정 및 보전 정비형 반대

대상지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상 근 현대“ ” ·∙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
항임

미반영

2 민원인
한마당 레스토랑 및 한옥건물 현대건∙
축자산 지정 반대

대상지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상 근 현대“ ” ·∙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
항임

미반영

3 민원인
성남교회의 보존건물 지정 사유 및∙
보존에 따른 대책방안

대상지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상 근 현대“ ” ·∙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
항임 보전 정비형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마련

미반영

4 민원인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광통∙
관 부지의 분절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해 구획된 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통관 부지의 외곽 경계를 기
준으로 정비수법 변경 구간의 조정
을 요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생관리지침2025∙
상 획지계획은 예시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임

미반영

5 민원인

서소문구역 제 지구 지구경계11,12∙
조정
서소문구역 재생관리지침상 지- 12
구를 분할하고 동일소유권인 11
지구와 합병된 획지계획 반영 요
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생관리지침2025∙
상 획지계획은 예시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임

미반영

6 민원인
완료지구 신축 시 부담률 기준 완∙
화

완료지구 신축 시 부담률은 구역별 평균부담∙
률 이상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구역전체에. ,
대한 정비계획 재정비 시 기반시설부담률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

반영

7 민원인
세종대로변 미관지구 건축선 24m→∙

축소 지정 요구4m
미관지구 및 건축선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계획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

미반영

8 민원인

저층부는 필로티 구성을 통한 보행중∙
심의 공간을 형성하고 고층부는 유,
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고층부
후퇴 및 벽면한계선
지정 기준의 삭제 필요

재생관리지침 상 고층부 후퇴선은 예시도5m∙
로 고층부의 벽면한계선 등은 필요 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기반영

9 민원인

건축물의 폭원 제한 기준 폐지(55m)∙
요구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프라임-
오피스 급 업무시설의 설치에 필요
한 각 층별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
면적 확보가 필요

건축물의 폭원 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사항임

기반영

10 민원인
마포로 구역 제 지구에 역세권 장기5 2∙
전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반영 요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기본계획에서
의제한 사항임 따라서 해당지역은 기본계획.
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이므로 역세권 장기전
세주택기준을 반영하기 어려움

미반영

11 민원인
∙ 사직 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검토2
반대

사직 구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에2 (2015)「 」∙
서 정비예정구역 해제검토 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어 상위계획을 반영한 사항임

미반영

표 재공람의견 및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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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12 민원인

∙ 양평동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건
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
률 완화 요구산업공간( 400% →
480%)

양평 구역은 년 월 주택재개발 정비13 2008 3∙
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
한 지역으로 용적률 완화 등 부문별계획은 당
초 기본계획 내용서울시 고시 제 호( 2008-79

에 따라야 함(2008.3.20)

미반영

13 종로구청
신문로 구역 제 지구 건물에 대한2 8∙
도시계획차원의 검토 필요

해당지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
으므로 해당사항은 종로구 일대 정비계획 재
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추후(
검토)

14 종로구청

신문로 구역 제 지구는 공람안처럼2 7∙
제외하지 말고 인접필지를 포함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도심정비차원
에서 필요

해당지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
으므로 해당사항은 종로구 일대 정비계획 재
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추후(
검토)

15 종로구청

신문로 구역 제 지구 인접 미확보된2 1∙
공원부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하면 기확보된 공원부지 효용성마저
없어지므로 최대한 공원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공원 정형(
화를 위해 기존 토지등소유자들과
환지 등의 방법으로 개발 유도)

해당지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
으므로 해당사항은 종로구 일대 정비계획 재
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추후(
검토)

16 종로구청

청진구역 정비기반시설지하보행통로( )∙
확보방안 필요공람안은 재정투입이(
없이는 지하보행통로의 확보가 불가
능하며 기존 사업시행자들이 투자한,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인가청의 책임
이 있으므로 서울시의 재정투입 결
정 필요)

해당지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
으므로 해당사항은 종로구 일대 정비계획 재
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추후(
검토)

17 종로구청

소단위관리지구로 변경시 정비기반시∙
설공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옛 길( )
보존도 기 시행된 정비사업으로 불
가능하기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
존 계획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시행된지구가 미시행(
지구보다 더 많아 정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적 목표가 상실되고 난개발
이 우려됨)

해당지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
으므로 해당사항은 종로구 일대 정비계획 재
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추후(
검토)

18 종로구청
도렴구역의 공원 변경 시 이용객 접∙
근 및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어 기존
정비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함

해당지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
으므로 해당사항은 종로구 일대 정비계획 재
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추후(
검토)

19
중구

도심재생과

소단위 정비수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최대개발규모를 표현
하고 있으나 최대개발규모의 명확한
범위가 없어 사업시행의 혼란을 가
져올 수 있으니 최대개발규모 규정
은 삭제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소단위 정비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공동개발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므로 최대개발규모가 없을 경우 일반 정
비형과 차별성이 없어 소단위 정비방식정비( ,
관리을 구분하여 최대개발규모를 마련한 사)
항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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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20
중구

도심재생과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옛길 물길/∙
복원 및 재현은 역사도심 관리지침
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과도한 높
이제한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근 현대 건축자산 선정 시 일방적·
지정으로 건물소유자의 민원이 빈발
하고 있는 바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선행한 후 법정계획인 본 기
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근 현대 건축자산의 보존 및 지정·
범위는 소유주의 의견을 명확히 듣
고 확정하여 정비계획의 근간을 확
실히 표시하여 줄 것

근 현대 건축자산의 선정 및 지정범위 등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에 따라「 」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보전 정비,
형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보전방
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마련

미반영

21
중구

도심재생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이가 절
대적이므로 기존 높이 체계를 유지
하여 줄 것을 요구함

한양도성 도심부의 높이계획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기준에「 」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였음 단. ,
매장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전면 보존
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통하여 완화가 가능함

미반영

22
중구

도심재생과

상한용적률 적용항목을 현금 및 공공∙
시설 제공으로 한정하고 지하철관련
시설 및 공개공지 추가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지 내 지하철관련시설출입구 환( ,
기구 등 설치 및 추가 공개공지 확)
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과 도심공간
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한
용적률 항목으로 적용 요청

지하철출입구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공,
개공지 추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공성
이 낮아 금번 기본계획 상 상한용적률을 제외
한 사항임

기반영

23
중구

도심재생과

도심부 공동화 해소를 위해 용도용적∙
제를 배제하고 국가상징로 세종대로(
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주거주용)
도 도입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주거,
복합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용면적 이하 주거도입으로 제40㎡
한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
로 보이니 전용면적 제한을 삭제하
여 주시기 바람

전용면적 제한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
기위한 기준이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
을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

미반영

24
중구

도심재생과

주거전용면적 이하 도입비율이40㎡∙
건축연면적의 이상인지 주거연30%
면적의 이상인지 명확히 적시하30%
여 주기 바람

주거복합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요건은 건축연∙
면적의 이상을 전용면적 이하 주거30% 40㎡
도입 시로 명시하였음

기반영

25
중구

도심재생과

친환경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
구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을 달성하기
에는 과다하므로 세분된 지구 및 규
모에 따라 적용 규정 마련 필요

지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개발 기준을∙
건물연면적에 따라 가지 천 미만 천 이3 (3 , 3㎡ ㎡
상 만 미만 만 이상로 구분하여 차등~1 , 1 )㎡ ㎡
적용 하였음

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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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26
중구

도심재생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천 이3 ㎡∙
상 만 미만은 주거 비주거~1 6.5%,㎡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신10% ,
재생에너지 비율이 과도하여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주거 비5%,
주거 로 조정 요함8%

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년2023 2030∙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40%
시 정책에 따라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기준만큼 허용 인센티브량을 상향하여
적용하였음

미반영

27
중구

도심재생과

친환경개발은 기준 달성을 위한 비용∙
이 과다하므로 상한용적률로 적용하
여 주기 바람

친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허용 인센티브량을∙
상향 조정하였고 상한용적률 적용은 공공시,
설 기부채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음

미반영

28
중구

도심재생과

정비사업 완료구역에서 신축은 완료∙
지구 인센티브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

완료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지역으
로 일반지역의 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미반영

29
중구

도심재생과

완료지구 신축 시 인센티브 운영기준∙
에서 구역내 시급한 기반시설소‘ (
단위 정비형 포함의 선확보 를) ’
구역 내 시급한 기반시설소단위‘ (

정비형 포함을 선확보 하거나 타)
구역의 기반시설 확보 로 변경 요’
망

타 구역의 기반시설 확보는 정비계획의 변경∙
구역의 통합 등을 통해 가능한 사항임( )

미반영

30
중구

도심재생과

용적률 허용범위 기존 용적률의: ‘∙
이내에서 허용 을 법률 상 정10% ’

합성 유지를 위해 기존연면적의‘
이내 로 변경10% ’

관련법률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용적률 허∙
용범위를 기존연면적의‘

이내 로 변경하여 반영하겠음10% ’
반영

31
중구

도심재생과

용적률 세부 허용기준 기존 건축:∙
물의 여건이 상이하므로 각 항목별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
회 자문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리모델링 시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
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세부허용기준
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여건이 상이,
한 경우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
여 반영하겠음

일부
반영

32
중구

도심재생과

리모델링 용적률 허가권한을 시장∙
이상 구청장 이내로 허가권10% , 10%

한 부여

리모델링 용적률 허가권한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7 ( )
따라 구청장 미만 시장 이상으로 허5% , 5%
가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음

미반영

33
중구

도심재생과

남대문구역은 현재 재정비를 추진 중∙
으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므로 혼합
형 정비수법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
함

남대문구역의 정비수법은 상위 계획인 역사「∙
도심 기본계획 에 따라 소단위 정비형으로」
지정한 사항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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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자제출부서( )
접수의견 심사결과

반영
여부연 번 성 명

34
중구

도심재생과

각 구역별 재생관리지침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선에 관한 도면 표기 등 가이드
라인이 필요
예를 들어 건축법에 따른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기본
계획에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내
용반영을 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
개별 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
충될 우려가 있음

시행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각 구역별 유도지침도를 본 계획
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종전의 기본계획은 철거재개발을 전제하여 구∙
역별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유도지침이 마련
되었으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구,
체적인 사항은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
여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

미반영

35
중구

도심재생과

남대문로 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5∙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남대문로 가 번지 일대의( 5 84-9 )
경우 민간에서 정비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존치하
여 주시기 바람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겠음

반영

36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 절 경과규정 등 기타사항은 경과8∙
규정 사항만 구분하여 제시 필요

경과규정 사항을 구분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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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상정일자( ) 심사결과

842 2015.10.30 2015.11.4

제 회 정례회 제 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64 7 (2015.12.17.) 보류

제 회 임시회 제 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66 1 (2016.2.25.) 조건부 가결

표 시의회 심사경과 사항< >

제 회 정례회 제 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1. 264 7 (2015. 12.17)

의회 청취 의견 검토의견 비 고

용적률 체계 일원화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 발휘 필요

정비계획이 기 수립되거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기존 용적률 체계를∙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
를 따르도록 하여 사업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지역특성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체계,∙
재검토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부합하는 용도 도입2030∙
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운영토록 함

정비수법 다원화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
련 필요

기존 철거형 위주의 수법적용이 미시행지구를 양산함에 따라 일반 정∙
비형 소단위 정비형 보전 정비형 등 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 ,
비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실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기후변화 관련 물부족 사태 등을 대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등급( 1∙
이상 등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적용토록 하)
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및 검토의견< >

제 절2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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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임시회 제 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2. 266 1 (2016. 2. 25)

의회 청취 의견 검토의견 비 고

공람공고 이후 결정고시 이전 정비구역을 지정∙
요청한 구역은 종전 기본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할 것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종전 계획 적용( )∙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금번 기본∙
계획을 적용
단 높이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높이계획 유,※
지 여부 결정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긴요한 내용∙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 절차 등
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

공공기여 항목 및 세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준공업지역내 정비구역 지정 당시 기준용적률이∙
인 구역은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계획을 유30%

지할 것

양평동 일대 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범위 를 유지하4 (230%)∙
고 장기전세주택 등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토록, (50%)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에 반영」

도심부한양도성 정비예정구역에서 배제되는 익( )∙
선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일반건축 관리가능
지역으로 조정할 것

익선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일반건축 관리가능지역으로 조정∙

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및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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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사전설명회1. (2016. 3. 24)

구분 자문의견 조치결과 비 고

1

∙ 역사문화보전 시 매장문화재 외에도 근 현대건축물·
등 지표문화유산도 포함하여 검토할 것

∙ 역사문화자원 보존요소를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
된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
록 검토할 것

∙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보존 를 관리지침Process
으로 기반영함

∙ 역사문화보존 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변경Process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침에 반영

2
∙ 친환경 변경과 같이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의무화 필요

∙ 구역내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영됨

3
∙ 서울시의 보행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가로활성,
화 유도는 교통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연계한 관리
필요

∙ 가로활성화 구간에 퇴계로 등을 추가 반영하고 정,
동 세운상가 등 관련부서의 계획과 연계하여 보행활,
성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내용을 추가하
였음

4
∙ 정비방식을 구역내에서 혼합적으로 적용시
사업지구내에서도 혼합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 검
토

∙ 일반 정비 소단위 정비 보전 정비유형은 구역내에, ,
서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지구도,
여건에 따라 분할 축소 등 계획조정을 통해 혼합형,
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영함

5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이후 사후관리
방안 필요

∙ 정비구역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지구통합관리계획과
사업방식에 대한 후속 용역 진행

6
∙ 용산공원 동측부는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의 중요한
위치이므로 역사문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용산공원에 연접한 남영동 동측블럭은 역사문화보존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회 일반정비형 예정구역 설
정을 제외하였고 향후 용산공원 등의 관련계획과 연,
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되도록 조치함

7
∙ 영등포 지역은 경인공업지역 철도 등 다양한 근현대
역사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영등포지역은 서울플랜에 따라 도심으로 격상2030
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대선제분 부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였으며 향후 정비구역지정,
시 영등포 지역내에 다양한 지역자산과 역사문화자
원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표 사전설명회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

제 절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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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2. (2015. 11. 4)

구분 자문의견 조치결과 비 고

정비수법

일반 정비형철거 소단위 정비형수복 보전 정( ), ( ),∙
비형보전재개발등 정비수법의 정의 및 기준 명( )
확화
유형별 개발방식의 차이 구체적 제시 필요-

정비수법의 정의 및 구체적 기준 마련∙
유형별 개발방식 제시-

용적률 체계

중심지위계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 용적률 차등적∙
용의 필요성 검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재검토∙
의무사항친환경 역사자원보존의 일률적 적용에- ( , )
대한 적정성 검토
옛 건축물 보존 의 대상건축물 기준 명확화- ‘ ’

준공공임대 도입시 별도 인센티브 적용과-
계획유도 항목 중 도심공동화 방지 중복‘ ’ ,
정교한 기준 필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마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중복 또는 불필요한∙
항목 재정비
용도지역별 친환경 의무기준 차별화-
위원회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화-
계획유도항목 조정도심공동화방지 지역별- ( →
도시경제활성화유도 용도로 포함)

기타

서울형 에리어 매니지먼트의 구체적 수법 제도화,∙
방안 및 적정용어 등 검토
한양도성 도심내 존치지구 중 기준 미충족지역(14∙
개소은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검토)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해제 필요지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미시행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검∙
토
전면 철거형 개발시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건폐∙
율 완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운영과제로 수“∙
행
존치지구 미충족 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 완료∙
역사도심 기본계획 과의 정합성으로 고려하여“ ”∙

반영
미시행지구의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
련
가로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 제시∙

표 제 년 제 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 2015 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3. (2016. 5. 4) :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구 분 주민공람 이후 주요 변경사항 비 고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검토기준을 당초 지역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확대∙

친환경기준
용도지역별 친환경 의무기준 차등화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으로 설정( )∙
신재생에너지 기준 완화∙ ․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인 양만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을 하향하여 적용 가능- ․

용적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여건을 고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 반영,∙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공공보행통로 등- ,

높이계획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인 경우 최고높이 이하인 지역은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채납공공70m 90m (∙
시설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가능)

경과조치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종전 계획 적용( )∙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이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금번 기본계획 적용∙
단 높이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높이계획 유지 여부 결정,※

표 주관부서 검토의견< >



제 장 자문회의 및 공람 결과6 ∙ 219

일시 : 2016. 1. 26

좌장 조명래 토론자 류중석 김영욱 김지엽 장남종 김영훈 김승원: : , , , , ,

토론자 주요 토론 내용 비 고

류중석
중앙대 교수(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비중있게 연계 보완 필요∙
형태기반코드 계획은 국내에서 실현 가능성 고려 필요Area Management,∙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공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 지정요건 명시∙

김영욱
세종대 교수( )

서울의 경쟁력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사대문내 높이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유∙ ․
연한 기준 적용 필요
보행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제안 필요∙

김지엽
아주대 교수( )

기본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다양하고 유연한 방안 마련 필요∙
경직된 정비기반시설 용도변경이 어려우므로 유연하게 운영 필요∙
향후 임대주택을 정비기반시설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장남종
서울연구원( )

∙ 소형위주의 도심주거 유형은 저렴주택과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급화된 도심기능들 미래주,
거기능을 고려한 서비스 공급 필요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관계, ,
설정 고려 적용

김영훈
희림건축( )

∙ 도시재생 관점 전환으로 정비사업이 과거와 달리 수익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공공지원 수반
이 필요한 상황임

∙ 소단위 정비지구와 일반 정비지구의 기반시설 부담률 차등 적용 방안 필요

김승원
도시활성화과( )

∙ 도심주거 확보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 차후 연구과,
제 포함

∙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등의 계획기법은 차후 연구과제Area Management, Form based code
포함

표 공청회 주요 토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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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청회

공청회 개최 결과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행정 부시장2 이제원 전 이건기( )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 이제원( )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전 한재현( )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전 김성보( )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전 홍선기 전 이기배( ) ( )

총괄 담당 김지호 전 박일형( )

담당 이승준 이유희 유우린 이정남 이시우 윤정두

연구수행기관

사 한국도시설계학회( )

주 수성엔지니어링( )

주 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

연구진

사업책임기술자 강준모 홍익대학교( )

학술분야 책임연구원 이정형 중앙대학교( )

학술분야 연구원 백운수 장호순 류인정 이경로 주영근 이창훈 최우석 주 미래이엔디(( ) )

김범식 김민경 이찬주 김영아 이원규 이현구 이다희 주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김기환 주 수성엔지니어링(( )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김우성 주 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 )

교통분야 책임기술자 장윤섭 주 수성엔지니어링(( ) )

환경분야 책임기술자 승서일 주 수성엔지니어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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